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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legibility of texts written in Hangul, the native alphabet of the Korean language. We review the history of Hangul fonts as
well as various studies in the past 80 years on the legibility of Hangul. We
also discuss the features of ko.TEX, a new Hangul TEX, that are related to the
legibility of Hangul including the finemath option and microtypography.

1

머리말

가독성이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 (readability) 과 얼마나 읽기 쉽게
조판되었는가 하는 요인 (legibility),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가독
성은 후자에 가깝다.
서양에서는 알파벳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활판 인쇄술
이 발명되기 전 수도원에서 성경을 베껴쓰는 수도사나 필사를 전문직업으로 삼는 사람 [筆
耕士] 들이 있었다. 이들은 책을 보기 좋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러한 연구 결
과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42 행 성서》를 인쇄한 뒤에도 전승되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조판 방식에 일조하였다. 알파벳 작도법을 다룬 다양한 책이 나왔고, 젠슨 (Jenson), 게라몬드 (Garamond), 캐슬론 (Caslon), 배스커빌 (Baskerville), 보도니 (Bodoni) 등
현재까지도 유명한 활자가 등장하였다. 가독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서양의 활
자는 활판 (hot type) 시대를 거쳐 사진 · 전산 식자 (cool type)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오랜 인쇄 · 출판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국사 수업
에는 어김없이 불국사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羅尼經》과 구한말 프랑
스의 손으로 넘어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등장
하고, 조선 시대의 계미자 · 갑인자 등 금속활자도 언급된다. 이렇듯 조판과 인쇄의 역사가
오래되고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글 글꼴 또는 문장의 가
독성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체계적 ·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꼬집을 수는 없지만, 한글은 주로 완성형 전각 글꼴을 사용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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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자의 글자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일 것
이다. 이는 대소문자와 문장 부호, 커닝 (kerning), 리거처 (ligature) 등을 디자인하면 한
벌의 폰트가 완성되는 영문자 디자인에 비교해볼 때 안타까운 현상이다. 또 우리나라가 한
글 전용으로 돌아선 지 얼마 아니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사진 식자와 전산 식자를
도입하여 한글을 치환하는 형태로 조판해왔기 때문에 한글 가독성의 요소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가독성 관련 연구 목록을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한글 가독성을 향
상시키기 위한 연구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제 2
절에서는 한글로 된 출판물에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해 실험하고 연구
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글 글꼴의 변천 및 가독성의 여러 정의, 그리고
가독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학회지 등에 기고된 글이 대부분
이고, 가독성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그리 찾기가 쉽지 않았다. 또 오늘날의 시점과
는 거리가 멀게도 느껴질 수 있는 오래된 연구물이 대부분이고, 최근 들어 발표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에 멀티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스크린에서 한글의 가독성을 연구
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으나 이는 가급적 제외하였다.
소 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가독성에 관한 선험적 연구 결과들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글의 가독성에 대한 연구에 매진한다면 완성도가 뛰어난 한글 타이포그래피 구현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글 TEX 꾸러미인 ko.TEX 에서 구현된 finemath 옵션
은 문장 가운데 등장하는 수식과 한글의 자간을 읽기 좋게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영문과 한
글의 베이스라인이 달라 문장부호가 어색하게 식자되었던 것을 보기 좋게 고쳐준다. 이는
한국텍학회 (KTS, The Korean TEX Society) 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한글 타이포그래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제 3 절에서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ko.TEX 에서 구현된 여러가지 설정 및 기능들을 살펴본다.

2

한글의 가독성

이 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가로쓰기 한글의 가독성’ 이다. 이에 기본이 되는
한글 글꼴에 관하여 먼저 언급한다.
2.1

한글 글꼴 개관

우리나라의 출판 역사가 오래 되었음은 굳이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나 고려의 《백
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 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 역사적
1. 《직지》라고 줄여 부르는 이 책은 그간 서지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직지》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는데, 구한말 초대 주한대리공사로 부임한 프랑스인 콜랭 드 플
랑시 (Collin de Plancy) 가 수집한 고서 및 각종 문화재에 《직지》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는 모리스 쿠랑
(Maurice Courant) 이 저술한 《조선서지 Bibliographie Coréenne》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다 1972 년 세계
도서의 해 (International Book Year) 를 기념하기 위한 책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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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김진평의 활자체 변천 시대구분
시 대

시 기

기 간

전 1 기 · 창제초기

1443 년 (세종 25 년)∼1450 년 (세종 말년)

전 2 기 · 창제후기

1451 년 (문종 원년)∼1460 년 (세종 6 년)

전 3 기 · 인경기

1461 년 (세조 7 년)∼1505 년 (연산군 말년)

옛활자 시대

전 4 기 · 경서기

1506 년 (중종 원년)∼1591 년 (선조 24 년)

(1443–1863)

후 1 기 · 난후복구기

1592 년 (선조 25 년)∼1659 년 (효종 말년)

후 2 기 · 교서관기

1660 년 (현종 원년)∼1724 년 (경종 말년)

후 3 기 · 정형기

1725 년 (영조 원년)∼1800 년 (정조 말년)

후 4 기 · 옛활자말기

1801 년 (순조 원년)∼1863 년 (철종 말년)

1 기 · 도입교체기

1864 년 (대원군 원년)∼1909 년 (순종 3 년)

2 기 · 개발침체기

1910 년∼1945 년 (일제강점기)

3 기 · 새활자말기

1946 년∼1949 년 (광복 이후)

1 기 · 도입보급기

1950 년∼1959 년 (6 · 25 사변 이후)

2 기 · 원도개발기

1960 년∼1979 년 (4 · 19 의거 이후)

3 기 · 기술개발기

1980 년∼ 현재

전기

후기

새활자 시대 (1864–1949)

원도활자 시대 (1950–현재)

유물들은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출판물로서, 당연히 한글이 아닌 한자로 표기되어있다.
조선 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다양한 옛책의 한글 판본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한글의
글자꼴도 다양하게 변모해 왔다. 한글 글자꼴의 변천에 대해 연구한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김진평의 “한글 활자체 변천의 사적 연구” [54, 56, 1] 이다. 이 연구에는 옛책의
한글 판본에 대한 다양한 모양이 수록되어 있다. 김진평은 활자 제조법을 기준으로 한글
글꼴의 역사를 표 1 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각 시대를 다시 시대적 · 문화적
성격을 기준으로 잘게 나누었다.
둘째, 윤형두의 《옛책의 한글 판본》 [35, 36] 이다. 이 책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옛책의
판본을 도판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셋째, 안상수 등은 《한글 디자인》 [31] 에서 한글 글꼴의 역사를 활자꼴 변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시대로 나누었다.
제 1 기 창제 당시 한글꼴 : 세종 25 년에서 세종 말년까지 (1443–1450)
제 2 기 옛활자 시대 : 문종 원년에서 철종 말년까지 (1451–1863)
제 3 기 새활자 시대 : 고종 원년에서 한국동란 직전까지 (1864–1949)
제 4 기 원도활자 시대 : 한국동란 때부터 1980 년대까지 (1950–1980 년대)
제 5 기 디지털활자 시대 : 1990 년대
이 밖에 한글 글꼴을 다룬 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글금속활자》 [2] 및 《조선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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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활자 —교서관인서체자》 [3], 안춘근 외의 《눈으로 보는 책의 역사》 [32], 대한출판문화협
회 외에서 펴낸 《한국의 책문화 특별전 —출판인쇄 1300 년》 [16], 그리고 한국글꼴개발원의
《글꼴 1998: 한글 글꼴의 역사와 미래》 [5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세로쓰기 위주의 조선 시대 책이 가독성을 위해 어떠한 조판 원칙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책 한권을 만들면서 올바른 조판과 인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
국의 책문화 특별전 —출판인쇄 1300 년》 [16] 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공전 (工典) 에 보면, 교서관에 주자 · 인서에 관련되는 사람은 야
장 (冶匠) 6 명, 균자장 (均字匠) 40 명, 조각장 (彫刻匠) 8 명, 목장 (木匠) 2 명, 지장 (紙匠)
4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의 예전 잡령 (禮典 雜令) 에는,
감인관 (監印官), 감교관 (監橋官), 창준 (唱准), 수장 (守藏), 균자장 (均字匠) 이 한 권당
한 자의 착오가 있으면 볼기 30 대를 치고, 한 자가 더 틀렸을 때마다 한 등을 더했
다고 나와 있다. 또 인출장은 한 권에 한 자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하면 볼기 30 대를
기본으로 하고 한 자마다 한 등을 더하여 그 자수에 따라 벌을 주고, 관원은 다섯 자
이상 틀렸을 때 파직시키고, 창준 이하 장인은 볼기를 때린 뒤에 50 일의 근무일수를
깎는 벌칙까지 규정한 기록이 있다.

오늘날 인쇄 ·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귀감이 될만한 대목임에 틀림없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활판인쇄술이 도입되었고, 최지혁
(崔智爀) 의 글자를 자본으로 프랑스인 천주교 주교 리델 (Ridel)
의 영도 아래 일본 요코하마에서 납으로 주조되는 최초의 새활자
가 만들어져, 1880 년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사용되었다. 1883 년
고종의 명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인 박문국 (博文
局) 이 신설되고, 그 해 순한자로 이루어진 《한성순보漢城旬報》가
발간되었으며, 1886 년 국한문 혼용 신문인 《한성주보漢城周報》가
발간되었다. 이후 종교 서적, 교과서, 신문 등에 최지혁체, 한성주
보 새활자체, 셩서체 등이 사용되었다.
1933 년 동아일보 (東亞日報) 에서 국내 최초로 공모를 통하여
만든 이원모 (李原模) 의 활자체가 등장하였고, 천재 활자 조각가인 박경서 (朴慶緖) 가 등장
하여 만든 박경서체는 해방 이후부터 원도활자 시대의 초반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하
였다.
원도활자 시대는 최정호와 최정순2 의 활자가 활발히 보급되었다. 일본의 샤켄 (寫硏) 사
진식자사는 최정호에게 원도를 의뢰하여 SK 세명조, SK 중고딕, SK 태고딕, 궁서체, 신명조,
SK 견출고딕, SK 견출명조, 그래픽체 등을 차례로 제작 · 판매하였다. 한국일보사는 최정순
에게 자모조각 활자를 의뢰하여 개발하였으며, 이후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산일
보 등 여러 신문사도 독자적인 자사 활자체를 최정순에게 의뢰하였다.
1979 년, 한글의 글자 디자인에 뜻을 같이 한 이상철, 김진평, 안상수, 석금호 등은 ‘글꼴
모임’ 을 만들어 한글 글자꼴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한글 글자꼴 부분 명칭의 확립’
2.

이 둘은 형제도 친척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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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체개발사 현황 [52, 23, 24]
1998 년 (12 개)

문화관광부 (국가), 산돌글자은행, 서울시스템, 소프트매직, 씨스테크 (아
시아소프트), 윤디자인연구소, 초롱테크, 폰트뱅크, 한국컴퓨그래피, 한양
시스템, 휴먼컴퓨터, 미드컴

2003 년 (17 개)

디지웨이브, 모리스디자인, 모아시스템, 브레이스테크, 산돌글자은행 (현
산돌커뮤니케이션), 서울폰트 (구 서울시스템을 거쳐 현 솔트웍스), 세일
포트마 (구 소프트매직), 아시아소프트, 에이포미디어, 윤디자인연구소, 정
글시스템 (구 이스트림), 초롱테크, 캘리디자인, 폰트뱅크, 한국컴퓨그래
피, 한글디자인연구소, 한양정보통신

2006 년 (23 개)

네오폰트, 디자인나비, 디자인에쿼티, 디지웨이브 테크놀러지스, 드리머,
문자동맹, 모리스디자인, 백묵서체연구소, 브레이스테크, 블루에프, 산돌
커뮤니케이션, 솔트웍스 CNF, 아시아소프트, 윤디자인연구소, 정글시스
템, 제이이티솔루션, 좋은글씨, 직지소프트, 초롱테크, 폰트릭스, 폰트뱅
크, 한양정보통신, 활자공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안상수는 2007 년 독일의 라이프치히 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후 사진식자용 활자체를 개발하는 한국컴퓨그래피, 서울시스템㈜, 정주기기㈜, 동국
전산㈜ 등이 생겨났으며 전산조판용 서체 (폰트) 를 개발하는 전문업체도 생겨났다. 1998 년,
2003 년, 2006 년 폰트 개발업체 현황은 표 2 와 같다.
2.2

가독성에 대한 여러 정의

먼저 가독성 (可讀性)에 대한 여러 정의를 살펴보자.
한국글꼴개발원 가독성을 뜻하는 말에는 레지빌리티 (legibility) 와 리더빌리티 (readability) 가 있다.
레지빌리티는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과정’ 을 일컫는 것이며, 리더빌리티란
보고 지각하는 과정의 성공도 (scan-and-perceiving process) 를 나타낸다. 초기에 독서의 용
이함과 독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의할 때 ‘레지빌리티’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리더빌리티’ 라는 말은 1940 년 경부터 일부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독서 재료의 정

그림 1. 박경서 (왼쪽), 최정호 (가운데) 와 최정순. 그림출처 : [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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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장애 (mental difficulty) 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 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용어가 두 갈래로
갈라져 혼동을 초래하였다. 결국 레지빌리티는 글자나 낱말을 지각하는 것과 연결된 본문 독
서 재료의 읽기와 관련되어 있다. 글자꼴은 꼭 식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성을 지닌 낱말의
형태로 지각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본문은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읽혀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지빌리티’ 란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글
자나 다른 심볼, 낱말, 그리고 연속적인 본문 독서 재료에서 본질적인 타이포그라피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 이독성 (易讀性). 독서 용이도 —《글꼴용
어사전》 [53]3

(재) 한국출판연구소 legibility, readability. 책의 내용이 얼마나 쉽게 읽혀질 수 있는가를 이르는
말. 인쇄물은 읽혀질 서체나 편집, 인쇄방식 여하에 따라 쉽게 읽혀질 수도 있고 더디 읽혀질
수도 있다. 광고물이나 상업디자인에서도 조형성이나 디자인의 독창성과 함께 문자의 가독성
은 중요한 검토사항이 된다. —《출판사전》 [55]
김기중 읽기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되어 있지 못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그것은 readability 와 legibility 이다. 일반적으로 readability 는 ‘독이성’ 으로 불
려지는데 이는 낱말, 글월, 연속된 글과 같은 의미있는 글 재료에 담긴 내용의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 즉 ‘읽기 쉬움’ 의 정도를 말한다. 반면 ‘legibility’ 는 글자의 크기, 글
자 꼴, 지질, 인자 (印字) 등 인쇄의 질이나 서적의 편집 디자인에 관련한 변인들뿐만 아니라
조명 상태, 책과의 거리, 눈의 피로 등 글 내용과는 관계없는 글월 밖의 외적 조건과 관련된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 · · (중략) · · · 따라서 본 글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함유하는 의미의 공유어로서 ‘독이성’ 또는 원어로 readability, 또는 순수 우리말의 ‘읽기’
라고 하는 용어에 한정시켜서 쓰려고 한다. —“가로쓰기와 리더빌리티 관계에 대한 序說的
小考,” 《출판잡지연구出版雜誌硏究》 [6]
송 현 판독성과 가독성을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필자가 굳이 이를 구별하는 이유는
판독과 가독의 시차를 따질 때 판독을 가독의 선행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글자 중에서 무슨 글자인지 판독이 먼저 되고, 판독된 글자를 계속해서 빨리 읽는
가독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글자가 섞여
있을 때 무슨 글자인지 구별하는 것을 판독, 판독된 글자를 계속해서 스피디하게 읽어 나가는
것을 가독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필자가 실용성이 높은 이상적인 글자의 조건 중
에서 판독과 가독을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으로 여기는 까닭은 글자의 제 1 의적 기능이 의미
전달이기 때문이다. 글자는 보인이가 빨리 판단할 수 있고 또 빨리 읽을 수 있어야 하는 점
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이상적인 글자의 첫째 조건으로 판독성과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고 본다. —《한글 기계화 운동》 [26]
안상수 가독성을 나타내는 말에는 레지빌리티와 리더빌리티가 있다. 레지빌리티란 독서의 용이함과
독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나 다른 심벌, 낱말, 그리고 연속적인 본문 독서재료에 있어
본질적인 타이포그래피 요소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을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한글 타이
포그라피의 가독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 77 쪽]
가독성이란 신문을 읽는 행위, 즉 독서를 쉽고 빠르고 즐겁게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신문
3.

똑같은 내용이 민철홍이 기획한 《디자인사전》 [19] 에도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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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짜기와 활자,” 《신문 가로짜기》 [28]
원유홍 · 서승연 인쇄물을 제작하는 디자이너들은 항상 최적의 독서 효과를 얻기 위해 가독성과 판독
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 고군분투한다. 가독성 (readability) 은 신문 기사, 서적, 애뉴얼
리포트 등과 같이 많은 양의 텍스트를 독자가 과연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빨리 읽을 수 있는가
하는 효율을 말한다. 반면 판독성 (legibility) 은 헤드라인, 목차, 로고 타입, 폴리오 등과 같이
짧은 양의 텍스트를 독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인식하고 알아차리는가 하는 효율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지만 독서의 능률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37]
유정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가독성이란 말을 서체나 글자 혹은 디자인된 페이지의 바람직한 퀄리
티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그러므로 타이포그래피에서 가독성이란 말은 ‘쉽게 읽히는’ 이란 뜻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잡지는 매거진이다》 [34]
조진환 조판의 네 가지 관점이 있다. 아름다움, 읽기 쉬움, 편리함, 자동화.

· · · (중략) · · ·

읽기 쉽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과는 다르다. 읽기 쉬운 레이아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처럼 아름다운 디자인이 항상 읽기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읽기 쉬움은 ‘readability’ 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legibility’ 를 뜻한다. 영어
단어 ‘readability’ 가 언어 또는 내용의 측면에서 글이 얼마나 읽기 쉽게 쓰여있는가를 의미
하는 데 반해 ‘legibility’ 는 디자인 측면에서 글자 또는 글자들을 배치한 모양이 얼마나 읽기
쉬운가를 의미한다. —“TEX: 조판, 그 이상의 가능성,” 《The Asian Journal of TEX》 [45]
최동찬 (1) 가시성 (visibility): 글자나 부호를 주위 배경과 분리 구별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말하며 검출성 (detectability) 과 같은 의미이다.
(2) 가독성 (legibility): 개개의 글자 형태를 서로 다른 것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말
하며 획폭 (stroke width), 문자 대비, 조명 등과 관련이 있다. 이는 판별성 (discrminability) 과 같은 의미이다.
(3) 가해성 (readability): 낱말, 문장 등의 정보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을 말하며,
크기, 행간, 행의 길이, 여백 등과 관련이 있다. —“한글 획폭비와 가독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9, 100 쪽]
David Collier & Bob Cotton 판독성 (legibility) 과 가독성 (readability) 이라는 두 단어는 종종 혼동
된다. 판독성은 글자 낱자의 분명함이다. 즉 각 문자가 얼마나 윤곽이 뚜렷하게 잡혀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느냐이다. 가독성은 지속적으로 읽혀야하는 긴 본문에 그 글자체가 얼마나 적당
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데스크 탑 디자인 Desk-Top Publishing》 [20]
James Craig & William Bevington 가독성 (legibility) 과 판독성 (readability). 여러분이 선택한 활
자체는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가독성이 단순히 글자 크기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글자꼴 디자인
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일반적으로, 기본 글꼴 그대로인 활자가 폭을 좁히거나 늘이거나
장식하거나 간략화한 것보다 더 읽기 쉽다. 따라서 항상 가독성이 높은 활자체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가독성이 높지 않은 활자체라도 디자인을 잘하면 더 읽기 쉬워질 수 있는 것과 마찬
가지로, 가독성이 높은 활자체라도 짜임이나 배치가 좋지 못하면 읽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타이포그래피 교과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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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 Readability and legibility are often confused. Readability is most often and more
properly used to describe the ease with which written language is read and understood —it concerns the difficulty of the language itself, not its appearance. Factors
that affect readability include sentence and word length, and the frequency of uncommon words.
In contrast, legibility describes how easily or comfortably a typeset text can be read.
It is not connected with content or language, but rather with the size and appearance of the printed or displayed text. —《Wikipedia》 [66]

위의 여러 정의에 따르면 ‘legibility’ 를 가독성, 판독성 등으로, ‘readability’ 를 가독
성, 판독성, 이독성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가독성은 ‘legibility’ 에 가깝다.
즉, 본문의 내용을 ‘이해’ 하는 측면이 아닌 조판의 측면에서 ‘쉽게 읽히는’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를 위주로 언급하고자 한다.
2.3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판물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존 라이더 (John Ryder) 가 《The Case for
Legibility》 [63] 에서 구분한 다음 열 가지가 많이 알려져있다. 이는 가독성을 다룬 논문
들 [29, 50, 47] 에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1. 글자꼴

2. 글자 크기

3. 글자 사이

4. 글줄 길이

5. 글줄 사이

6. 판형

7. 인쇄 면적

8. 여백

9. 그리드

10. 끝손질 (종이, 접지, 제본, 재단, 표지, 포장 등)

전형도는 가독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43]
1. 서체와 문자조립 —레이아웃에 직접 관계한다.
2. 인쇄 조건 —잉크나 용지, 인쇄방식 등
3. 독자의 조건 —연령, 조명, 읽는 시간과 독서력
4. 원고 내용 —문장의 읽기 쉬움, 읽기 쉬운 자형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좋을 것이나 각 요인별로 비교
해볼 만큼 연구 사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요인별 연구 결과 비교보다
는 주로 연구자별 연구 결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 주로 앞선 100 년간
한글의 가독성과 관련있어 보이는 연구 결과만을 연대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4

가독성 관련 연구 개관

최초의 한글의 읽기에 대한 연구는 1934 년 《보전학회논집普專學會論集》 제 1 호에 게재된
오천석 (吳天錫) 의 “朝鮮文橫書에 대한 實驗” 인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1997) 은 오천석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6]
광복 이전인 일제하, 한글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연구가 오천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는
데, 이 연구는 한글의 ‘가로쓰기’ 와 ‘세로쓰기’ 가 읽기에 있어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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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우리나라의 첫 실증적 연구로 기록된다. (吳
天錫, 1934, pp. 393–420)
이 글에서 그는 ‘오벨씨의 착시 현상’(종으로 된 선은 횡으로 된 선보다 더 커보인다는
우리 눈의 착시현상. 6 분의 1 정도 길어보인다고 함) 으로 인하여 사람의 눈의 구조가
생리적으로 보아 밑으로보다는 옆으로 운동하기가 적당하다고 하는 상술한 심리학적
이론을 원용하면서, 그러나 그 결과는 한글의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보다 독이성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의 언중사회가 국문의 세로쓰기 체제에 익어 온 관습의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세로쓰기가 가로쓰기보다 독이성
에 유리하다는 실험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가 어려서부터 횡서쓰기4 를 강
요하였던 인습의 영향에서 온 것임을 새삼 일깨우면서, 그러나 표기 (쓰기) 에 있어서는
종서할 때에 요구되는 안근육의 운동량이 횡서할 때의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하는 인간의 생리적 구조로 보아 가로쓰기가 적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임의도는 1963–1965 년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자의 크기와 행의 길이가 한글의 독
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찬섭 등 (1993) 은 임의도의 연구 “한글의 읽기 쉬움
에 미치는 몇 가지 영향에 관한 연구 : 활자의 크기와 행의 길이가 미치는 영향”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44]
국민학교 1 학년에서부터 5 학년생을 대상으로 3 가지 글자 크기와 5 가지 판형과 단수
(4 × 6 배판, 국판 1 단, 국판 2 단, 4 × 6 배판 1 단, 4 × 6 2 단) 로 된 인쇄물의 1 분간
읽은 글자 수를 3 × 5 요인 방안에 의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1 학년과
2 학년에서는 글자 크기와 판형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3 학년과 4 학년은 12
포인트 글자의 4 × 6 배판 1 단에서, 5 학년은 10.5 포인트, 4 × 6 배판 1 단에서 가장
읽은 글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중략) · · ·
그러나 임의도의 연구는 판형이나 단수가 글줄 길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설계
가 4 × 6 배판이나 국판 2 단과 같이 교과서 판형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변인수준을 포
함하고 있으며, 분석결과가 변량성분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각 조건당 사후 평균
비교가 안 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안상수 (1981) 는 글자 크기 10 포인트, 글줄 길이 8 센티미터, 글줄 사이는 5 포인트 띄
는 것이 가장 빨리 읽는 것으로, 글자 사이는 당시 사진식자에 쓰이는 정상적인 글자 사이
띄기보다 좁혀주는 것으로, 세로짜기보다는 가로짜기가, 고딕체보다는 명조체가 가독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연구하였다. [27]
석금호 (1996) 는 글자 크기는 10, 11, 12 포인트, 글자 사이를 가능한 한 붙이고, 낱말
사이는 1/2–1/3 자폭으로 띄우며, 글줄 사이는 글줄 길이의 변화에 따라 글자 하나의 높이의
1/2–1

4.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22]

문맥상 ‘종서쓰기’ 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78

T HE A SIAN J OURNAL OF TEX

그림 2. 글자 높이에 대한 획폭의 비. [49]
황진희 (1983) 는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문자체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글자의
외형은 세나루 문자체의 외접하는 직사각형 안에서 작을수록, 즉 외형 밖의 공간이 넓을수
록, 외형 안의 시각적 삭제에 의한 속공간이 작을수록 가독성이 증가되며, 가로획이 세로
획보다 약간 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59]
이선희 (1985) 는 가독성 측정 공식을 도입하여 당시 매스컴 문장의 난이도를 측정한 결
과, 지수 10.5 로 나타났는데, 이 지수는 다섯 단계의 난이도 가운데 ‘어렵다’ 에 해당되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가독성은 ‘readability’ 이며,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39]
Y = 0.112x1 + 0.171x2 − 0.031x3 + 4.352028
(x1 : 접속사의 비율, x2 : 문장의 길이, x3 : 문장의 비율)
이혜정 (1986) 은 가로 2 단 14 급 (3.45 × 3.45 밀리미터, 약 10 포인트) 1/2 각, 가로 2 단
13 급 (약 9 포인트) 1/2 각, 가로 3 단 13 급 전각 순으로 문자조판이 빨리 읽혀진다고 하였
다. [41]
최동찬 (1987) 은 획폭비, 즉 글자 높이에 대한 획폭의 비를 연구하였다. (그림 2 참조)
그에 따르면 한글의 최적 획폭비는 1 : 11.14 에서 1 : 17.9 사이이며, 한글의 글자 크기와 가
시거리의 관계식은
글자 크기 (cm) = 0.58 (cm) × 가시거리 (m)
이고, 획폭비가 1 : 12.5 인 경우 한글의 획폭과 글자 크기의 관계식은
획폭 (cm) = 0.08 (cm) × 글자 크기 (cm)
라 하였다. [49]
주창현 (1987) 은 초등학교 1, 2 학년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명조체, 14 포인트 (20 급),
글줄 길이 12 센티미터, 글줄 사이는 14 포인트 (전각 길이) 띄우고, 글자 사이는 2 포인트를
줄이는 것이 가독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양끝 맞추기 (flush left & right) 보다는 오른끝
흘리기 (flush left; ragged right) 가 훨씬 가독성이 높다고 하였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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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1989) 는 서울 시내 남녀 고등학교 2 학년 117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8, 9,
10, 12, 14 포인트 활자를 가지고 가독성 실험을 한 결과 한글이 갖는 복잡한 구조적 특징
으로 인해 14 포인트 활자가 가장 가독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근시 발생
예방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자료에 쓰이는 본문의 활자 크기가 지금보다
12 포인트 정도까지 커야하며 활자가 커짐에 따라 줄어드는 정보량은 편집의 기술과 문장
표현의 기수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연구하였다. [8]
인숙경 (1989) 은 신문의 가독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신문용 글자체는 명조체가, 글자
크기는 신문의 제약범위 내에서 클수록, 글줄 길이는 신문의 제약범위 내에서 길수록 효과
적이라고 하였다. 글줄 사이는 1 밀리미터 이하가 적합하고, 글자 사이는 결론 도출이 어려
우며, 한자를 혼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면 가독성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42]
주영철 (1990) 은 지면광고의 본문용 문자체 선정을 연구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명조체 → 고딕체 → 세나루체로 읽혀지는 순서가 그의 연구에서는 세나루체 → 고딕체
→ 명조체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46]
김주호 (1990) 는 최대 가시거리를 주는 낱글자 및 단어의 최적 획폭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0]
양각 낱글자

1 : 11.1 ∼ 1 : 16.7

음각 낱글자

1 : 14.3 ∼ 1 : 25.0

양각 단어

1 : 11.1 ∼ 1 : 12.5

음각 단어

1 : 12.5 ∼ 1 : 14.3

이를 보면 단어의 경우 최적 획폭비는 낱글자의 최적 획폭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낱글자들이 조합된 단어의 경우 복잡한 글자는 짐작해서 읽을 수 있으므로, 단
어의 경우 간단한 낱글자들이 잘 보이도록 다소 굵게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원경인 (1990) 은 네모틀 글자와 탈네모틀 글자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33]
1. 판독설 실험 (인지상태)
1) 글자의 크기가 2cm (세로획의 폭 2mm) 이고, 글자와 보는 이의 거리가 10m 인 경우에는
시각적 통합 (fusion) 현상이 일어나, 특히 네모틀 글자의 계열은 판독에 어려움을 준다.
2) 글자의 크기가 6cm (세로획의 폭 6mm) 이고, 글자와 보는 이의 거리가 10m 인 경우에는
네모틀 글자와 네모틀 탈피글자 모두 최적의 판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3) “이” 계열 중 받침이 있는 경우는 네모틀 탈피글자가, 받침이 없는 경우는 네모틀 글자가
각각 빨리 인지된다.
2. 가독성 실험
1) 네모틀 탈피글자는 일차적으로 표제용 글자 (display type) 에 적용시켜, 개발 · 실용화함이
바람직하다.
2) 네모틀 탈피글자를 본문용 글자 (text type) 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글자 사이와 글줄 사이
의 공간개념을 반드시 유의해야한다.

안상수 (1991) 는 중학교 2 학년과 고등학교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실험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11.5 포인트가 가장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현행 12 포인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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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크기가 약간 작아져도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10 포인트가 가장 가독
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역시 현행 10.5 포인트보다 글자 크기가 약간 작아져도 좋다는 결
과를 얻었다. 또, 실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가독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30]
정찬섭 등 (1993) 은 《편집 체재와 글의 읽기 쉬움》 [44] 에서 초등학교 2, 5 학년과 중학
교 2 학년, 고등학교 2 학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험 결과, 글자
크기는 초등학교 2 학년 14 포인트, 초등학교 5 학년 및 중학교 2 학년 11.5 포인트, 고등학교
2 학년 10 포인트 등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책에는 첫머리에서 언급한 다른 가독성
요인에 대한 결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송언명 (1992) 은 중학교 3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서의 시작 (試作) 을 만들어 실험한
결과, 글자체에 있어서는 현행의 정체보다도 장체가 높은 가독 속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글자체를 길쭉한 모양의 장체로 바꿀 경우 아래 위의 들쑥날쑥한 공간 때문에 현행 글줄
사이보다 약간 좁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으며, 끝맞추기와 끝흘리기의 비교 실험에서는 선
행 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끝흘리기 방식이 가독 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25]
김창희 (1996) 는 글자 크기가 10, 11, 12 포인트와 줄간격이 150, 200, 250 퍼센트가 제
시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최적의 읽기 수행도를 얻기 위해서 ① 정확하게 읽어야하는 인쇄
물의 제작시는 글자 크기가 12 포인트이고 줄간격이 200 퍼센트 ② 자료를 신속하게 찾고자
하는 인쇄물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12 포인트, 줄간격이 250 퍼센트라고 하였다. [14]
유정미 (2002) 는 《잡지는 매거진이다》 [34]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줄은 길수록 읽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적정한 행간을 두어 눈이 글줄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해야한다. 글줄이 길수록 행간이 더 넓어져야하는 것이다. 얼
마나 넓은 여백을 행간으로 두어야 하는지는 단의 폭과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다르
겠지만 본문의 경우 본문 글자 크기의 50 퍼센트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가독성은
글줄의 길이에 적절한 글자 크기와 행간의 비율에 달려있다.
본문 조판시 가독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세리프체가
산세리프체보다 가독성이 높고, 로마자의 경우 일반적인 서체가 이탤릭체나 볼드 등의
변형체보다 가독성이 좋다. 또한 자간을 주고 그 자간보다 행간을 더 주는 것이 좋다.
글자 사이나 낱말 사이를 지나치게 좁게 띄우면 서로 겹쳐보여 글읽기를 방해하게 되
고, 지나치게 넓게 띄우면 글 읽을 때 눈의 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된다.
활자 크기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둘 점은 정상적인 독서거리가 30–35 센티미터라는 사
실로, 이 거리가 활자의 크기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가독성이 높은 본문 활자 크기는 8–10 포인트이다. 한글 본문 조판의 경우 10 포인트
크기로 조판한다면 최대한 늘일 수 있는 길이는 10–12 개의 낱말을 가진 길이로 대략
9–10 센티미터이다.

원유홍 (2004) 은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에서 본문의 가독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
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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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크기 너무 크거나 작은 타입은 가독성을 손상한다.
자간과 어간 보통 크기의 본문은 자간과 어간을 조금 좁힐 필요가 있고, 대략 9 포인트
이하의 텍스트는 오히려 자간과 어간을 더 벌려 주어야 한다.
행폭 영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행에는 약 65 개 정도의 낱자가 놓이는 것이 이상적
이다. 적당한 행폭은 독자가 글을 집중한 가운데 편안히 읽을 수 있는 리듬을
느끼게 한다. 지나치게 짧거나 긴 행은 독서를 피곤하게 한다.
행간 행간은 x-높이, 수직 강세, 세리프의 유무, 타입 크기, 행폭에 따라 가독성의 효
율이 서로 다르다.
이탤릭 이탤릭은 독서를 방해한다. 이탤릭은 강조를 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인덴트 너무 많은 인덴트5 는 독서를 혼란스럽게 한다.
정렬 지면에서 타입이 정렬되는 방법은 다섯 가지로 왼끝 맞추기, 오른끝 맞추기, 양끝
맞추기, 중앙 맞추기, 비대칭이 있다. 각각의 방법들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기존 가독성 관련 연구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독자 대
상에 적합한 글꼴의 선택, 글자 크기, 자간 및 어간, 글줄 길이 및 행간, 판형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ko.TEX 은 어떠한 기본 입
장과 설정을 취하고 있는지, 독자 대상을 고려한 조판에서 어느 요인을 건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3

ko.TEX 의 타이포그래피

ko.TEX 의 타이포그래피는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조판 프로그램과 구
별되는 점을 갖고 있다. ko.TEX 에 구현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것을 먼
저 말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이하에서는 한글 폰트 스펙에 담긴 글자 · 낱말 간격 및 문장 부
호의 수직위치 조정, 수식과 한글 사이의 미세 간격 조정,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 지원과
전통적인 조판 규칙 등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3.1

한글 타이포그래피 설정을 위한 \usehangulfontspec 정의

ko.TEX 의 등장과 더불어 과거 hangul-ucs 의 핵심 매크로 집합에 해당하던 dhucs.sty 에
다음과 같이 \usehangulfontspec 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다.
5.

indent. 들여쓰기 또는 들여밀기라고 한다. 반대 개념은 outdent. 내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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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command*\usehangulfontspec[1]{%
\IfFileExists{hfontspec.#1}
{\begingroup
\endlinechar\m@ne
\openin\z@=hfontspec.#1\relax \get@hfnt@spec@ \closein\z@
\endgroup}
{\PackageWarning{kotex}
{ Cannot find hangul font-spec file hfontspec.#1 \MessageBreak}}}
\def\get@hfnt@spec@{%
\read\z@ to \@tempb
\ifx\@tempb\@empty
\let\next\relax
\else
\expandafter\get@hfnt@spec@@\@tempb\@@nil
\let\next\get@hfnt@spec@
\fi\next}
\def\get@hfnt@spec@@#1 = #2\@@nil{%
\expandafter\gdef\csname dhucs@#1\endcsname{#2}}

\usehangulfontspec{#1} 명령은 hfontspec.#1 에 기록된 인자를 불러들여 한글 타
이포그래피를 구현한다. 은글꼴의 type1 포스트스크립트 폰트에 대해서는 hfontspec.ut
파일에 기록된 인자를 불러들인다.
ko.TEX 에서는 finemath 옵션을 불러들였을 때 다음과 같이 hfontspec.ut 파일을 불
러들인다.
\usepackage[finemath]{kotex}
...
\if@dhucsfinemath
\usehangulfontspec{ut}

ko.TEX 에 특화된 oblivoir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finemath 옵션을 실행하는데 이
때는 특별히 hfontspec.obut 를 불러들인다.
%%% korean fontsettings
\ifnokorean\else
\RequirePackage{hfontsel}
\usehangulfontspec{obut}
\ifpdf
\input glyphtounicode\pdfgentounicode=1
\RequirePackage{dhucs-cmap}
\else\fi

그러면 hfontspec.ut 와 hfontspec.obut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 다음에서 보
듯이 여러 설정값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hfontspec.ut 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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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ntspec.ut
hu = .057175em
interhchar = -.0852em
fullstoplower = .15ex
exclamationlower = .2ex
questionlower = .2ex
serifhangulfont = utbt
sanshangulfont = utgt
monohangulfont = uttz
serifhanjafont = utbt
sanshanjafont = utgt
monohanjafont = ut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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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ontspec.obut
hu = .059375em
interhchar = -.03266em
fullstoplower = .15ex
exclamationlower = .15ex
questionlower = .15ex
serifhangulfont = utbt
sanshangulfont = utgt
monohangulfont = uttz
serifhanjafont = utbt
sanshanjafont = utgt
monohanjafont = uttz

이 중에서 특히 hu 에 주목하자. 단위 hu 는 ko.TEX 에서 새로 정의된 한글을 위한 길이
1
매크로 (hangul macro) 로서 1em 의 길이를 16 등분한 것이다. 즉 16
em 이다. 정확히 계산하
면,

1
16

= 0.0625em 으로 위에 정의된 1hu = .057175em 이나 1hu = .059375em 과는 차이가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 두 번째 인자 interhchar 에 주목하자.
파일 hfontspec.ut 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의 마이너스 자간을 적용하는데,
interhchar 을 −.0852em 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설명한다. 이때
실제 한글의 전각 크기는 1 − 0.0852 = 0.9148em 이고, 이를 16 등분한 1hu 의 크기는
0.9148
16

= 0.57175em 이다. 자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hu 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달라진

다. 단위 em 이 글자 크기에 영향을 받는 데 비해, hu 는 글자 크기와 자간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 길이이다.6 ko.TEX 은 한글 낱자의 단위인 hu 를 바탕으로 한글 가독성을 높이기 위
한 다양한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한다. 특히 hu 는 뒤에서 소개할 finemath 의 수평 간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주의해서 사용해야한다.
fullstoplower, exclamationlower, questionlower 는 한글 조판에서 영문 문장 부
호를 가져다 쓸 때 생기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설정이다. 또한 serifhangulfont,
sanshangulfont, . . . , monohanjafont 등은 각각 한글과 한자의 세리프 (명조 계열), 산
세리프 (고딕 계열), 폭이 고정된 글꼴 (타자 계열) 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ko.TEX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hfontspec.xx 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자의 정의는 폰트
조합을 구성한 사람이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하고 있다.
3.2

finemath

ko.TEX 의 finemath 옵션은 원래는 문장 중의 수학 식과 이어지는 한글 사이에 적절한
(fine)7 간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곧 문장부호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finemath 옵션을 지정하면 행중에 포함된 수식과 우리말 조사에 미세한 간격이 삽입
된다. 이는 활판 인쇄 시절에 행중 수식과 우리말 조사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띄우는 것을
6. hu 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4] 를 참고하라.
7. ‘fine’ 의 중의적인 뜻을 토대로 이 옵션의 이름이 정해졌다. 좋다는 뜻과 미세하다는 뜻. 이 옵션의 자세한
내용은 [7] 을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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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s? Be ambitious, plaease!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제발!
Boys? Be ambitious, plaease!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제발!
finemath를 적용하면 영문 문장 부호의 위치가
우리말의 베이스라인에 맞게 조정된다.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제발!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제발!
그림 3. finemath 의 기능 중 문장 부호 조정
구현한 것이다. 이종운은 《도서편집총람》 [40] 에서 행중의 수식과 본문이 붙을 때 4 분을
띄우라고 하였다.
finemath 옵션은 앞서 설명한 대로 hfontspec.xx 에 지정된 값을 읽어들여 영문 문장
부호를 우리말의 베이스라인에 맞게 조정하여 준다. LATEX 과 ko.TEX 을 결합하여 쓸 때 한
글과 영문은 폰트가 다르게 설정된다. 지금 이 글의 본문 폰트는 한글 윤명조, 영문 Adobe
Palatino 이다. 이때 온점,8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등 문장부호와 숫자는 영문 폰트를 따
라간다.9 이럴 경우, 한글의 베이스라인과 영문의 베이스라인의 차에 따른 문장부호 위치
가 애매모호한 현상이 그림 3 과 같이 일어난다. 보통은 한글의 베이스라인보다 위로 치
우쳐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문장부호의 높낮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주자는 것이
다. 온점 (fullstoplower), 느낌표 (exclamationlower), 물음표 (questionlower) 의 높이를
hfontspec.ut 에서는 각각 0.15ex, 0.20ex, 0.20ex 만큼 내려주었다.
3.3

글꼴 선택

ko.TEX 의 기본 글꼴은 은글꼴 type1 이다. 은글꼴 type1 은 그림 4 와 같은 형태로 탄생하
였다. 《ko.TEX 매뉴얼》 [38] 에 의하면 ko.TEX 이 은글꼴 type1 을 가지게 된 배경과 이점은
다음과 같다.
원래 UHC 글꼴이 type1 이었는데 왜 은글꼴로부터 별도로 type1 글꼴을 만들어내
어야 했던가 ? 그것은 UHC 글꼴이 가진 독특한 특성, 즉 자소 글꼴이라는 점 때문
이었다. UHC 폰트 자체는 일종의 자소 글꼴로서, 이것을 실제의 문자에 대응 시키기
8. 온점 (.) 을 마침표라고 읽는 경우가 허다한데, 느낌표, 물음표 등도 마침표의 하나이다.
9. XETEX 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하나의 한글 폰트에 담겨있는 한글과 영문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글 폰트에 내재된 영문 폰트 디자인이 소위 패셔너블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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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C type1

은글꼴 트루타입

은글꼴 type 1

(은광희)

(박원규 등)

(김강수·김도현)

그림 4. 은글꼴 type1 의 탄생
위해서는 vf 를 통하여 자소 조합을 실행해야 한다. 각 문자에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를
대응시켜주어야 텍스트의 검색 추출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UHC 폰트 자체만으로는 이
것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 반면 은글꼴 type1 은 유니코드 배열에 따라 완성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글꼴이다. 은글꼴 type1 자체가 UHC 에 기원을 두고 있으니만치, 은글꼴
type1 은 UHC 의 자소를 미리 조합하여 유니코드 코드 포인트를 부여한 글꼴’ 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 (중략) · · ·
1. pdfTEX 에 친화적인 폰트 세트이다. pdfTEX 과 DVIPDFMx, 심지어 dvips 까지
모두 이 형식의 폰트를 잘 다루므로 범용성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졌다. pstricks
를 위해서 폰트를 바꾸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2. TEX 배포판의 유용한 유틸리티 updmap 을 이용하여 설치하므로 설치 과정이 깔
끔하게 끝난다.
3. pdfTEX, DVIPDFMx, dvips 어떤 것으로도 한글 텍스트의 검색과 추출이 되는
pdf 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폰트의 품위는 은글꼴 트루타입과 마찬가지이며, pdf 에 임베드되었을 때도 훌륭
하다.

글꼴 선택에 관한 연구 중 흥미로운 것이 있다. 출판인들이 선호하는 본문용 서체 1 위
는 윤명조(32.2%), 2 위는 sm신명조(12.4%), 3 위는 윤고딕(10.7%), 4 위는 산돌명조(8.3%),
5 위는 #신명조(5.0%) 순이라는 것이다. [13, 186 쪽]
그러나 글꼴의 선택 문제는 전적으로 편집 디자이너가 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보편적 미의 기준은 존재하겠지만, 미학에 관한 개인차를 무시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 글꼴 선택과 관련하여 서양에서는
(적당한 서체를 고를) 자신이 없으면 헬베티카(Helvetica) 를 써라 !
는 말도 있다.10 그렇지만 그네들이 모두 헬베티카를 쓰는 건 아니지 않은가 ? 산해진미를
차려놓고 거친 기장밥만을 먹을 수는 없잖은가 ?11
ko.TEX 의 영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은글꼴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사용할 수 있
다. KC2007 에 내장된 ttf2kotexfont 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트루타
입 폰트 (ttf) 로부터 tfm 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TEX 매뉴얼》 [38]
을 참고하라.
10. “When in doubt, use Helvetica” was a common rule. Mark Simonson 이 The Scourge of Arial 에서
한 말이다. [64]
11. 한 문서에 다양한 글꼴을 섞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기획 ·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최상의 글꼴을 골라 쓸
수 있는 혜안을 가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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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글 글꼴은 라틴 계열의 글꼴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알파벳만 하더라도 대소문자
각 26 자와 숫자, 문장 부호 정도만 디자인하면 한 벌의 폰트가 완성되는 데 비해,12 완성형
한글의 경우 모두 11,172 자를 그려야하는 만큼 한글 글꼴의 제작은 몹시 고단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초성, 중성, 종성만을 디자인하여 결합하는 탈네모틀 조합형 글꼴이 나오고
는 있지만, 본문용 글꼴로 삼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홍우동은 [57] 에서 한글 서체의 개량이 시급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문자생활에서 가독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 오지 못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국민
의 시력이 날로 저하되어 가고 있다.
둘째, 한문을 많이 사용하던 시대에서 점차 한글시대로 변천하면서 한글과 한문자의
크기, 굵기의 조화에도 문제점이 있고, 한글만을 사용하였을 때 미적 감각의 측면에서
도 새로운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은 종서 (縱書) 시대에 씌어진 서체로 횡서 (橫書) 시대로
바뀐 지금에는 횡서 전용서체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넷째, 점점 더 이용이 늘고 있는 전산사진식자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체가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문자의 크기, 자간의 밸런스, 초 · 중 · 종성음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가독성도
함께 살린 새로운 서체가 요구된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서체 개발은 기존의 것을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형식으로 문자의
크기나 굵기를 조금씩 개량해오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일곱째, 전담 연구기관이나 연구인력이 없으므로 임상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원
도 (原圖) 가 작성되어 왔다.
여덟째, 어느 회사든지 본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체를 한 가지 이상 구비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자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 중 일곱째에서 언급된 ‘전담 연구기관’ 으로 1998 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설 한국글꼴
연구원이 있으나 현재 홈페이지 운영이나 발간물13 실적 등을 고려할 때 활동이 그리 활발
하지는 않다.
3.4

글자 크기

article, report, book 과 같은 LATEX 기본 클래스는 본문용 글자 크기를 10, 11, 12 포
인트로 제한해놓았다. 가독성이 높은 최적의 글꼴 크기는 10–12 포인트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터 윌슨 (Peter Wilson) 의 memoir 클래스는 본문용 글자 크기를 9, 10, 11, 12, 14
포인트로 좀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ko.TEX 의 특징은 아니지만, 김강수의 oblivoir
클래스는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10.5 포인트의 크기도 제공한다.
12. 리거처까지 합치면 더 많은 글리프를 그려야하지만 · · · .
13. 연도별로 《글꼴》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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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5의 원래 크기
CMR10의 원래 크기
CMR17의 원래 크기
일반적인 스케일러블 폰트와 다르게
Computer Modern 폰트는 글꼴 크기 별로 디자인이 다르게 설계되었다.
눈에 잘 띄도록 5포인트의 글자는 뚱뚱해졌고(expanded) 획이나 세리프의 두께도 굵다.
반면 17포인트의 글자는 날씬해졌고(condensed) 획이나 세리프의 두께도 가늘다.
CMR5를 17포인트로
CMR10을 17포인트로
CMR17의 원래 크기

그림 5. CM 의 크기별 디자인
도널드 크누스 (Donald E. Knuth) 는 컴퓨터 모던(CM, Computer Modern) 폰트를
만들면서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그림 5 와 같이 크기별로 다르게 디자인하였다. 글자의
확대와 축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케일러블한 폰트와는 다르게, CM 은 일반적인 본문 크
기를 기준으로 그보다 작은 글자는 글자폭을 좀더 늘이고 획의 굵기를 진하게, 그보다 큰
글자는 글자폭을 조금 줄이고 획의 굵기를 가늘게 하였다. 이렇듯 글자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한글 폰트 디자인도 앞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LATEX 에서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무지막지한 방법은
\fontsize{글자 크기}{글줄 사이}\selectfont

이다. 예를 들면 \fontsize{10}{12}\selectfont 는 글자 크기를 10 포인트로 글줄 사이
를 12 포인트로 정하는 것이다.
글자 크기와 글줄 사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한다. 왜냐하면
특정 클래스나 스타일 등에서 이미 가독성을 고려한 설정을 해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글자 크기와 글줄 사이의 설정에 자신이 있을 때에만 이와 같이 값을 조정하라.
3.5

글자와 낱말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 (字間, letter spacing/character spacing), 낱말과 낱말
사이를 어간 (語間, word spacing) 이라 한다. 여러 연구에서 한글 조판은 마이너스 자간,
즉 기본이 전각인 낱글자의 자간을 그냥 늘어놓는 것보다 일정 치수를 좁혀 조판하는 것이
가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나 한글 문자는 가상 몸체 (imaginary body)14 를 가지
고 있다. (그림 16 참조)
10 포인트 크기의 글자라도 실제 측정해보면, 실제 글자의 상하좌우에 약간의 여백이
더 있는데, 실제 글자 크기에 상하좌우 여백을 더한 것이 가상 몸체이다. 가상 몸체는 활판
14. 활자와 같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몸체가 아닌 가상의 정방형을 말하며, 글자는 이 가상 몸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어 있다. 인쇄면에서 몸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 글자는 몸체의 안쪽에 정리되도록 만들어진다.
국한문은 전각 (정사각형) 의 가상 몸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그 안쪽의 글자면을 실제 몸체라고 한다. —《한글
글꼴용어사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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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에 사용되던 한글 활자의 돌기, 부리, 상투, 즉 영문자로 치면 세리프 (serif) 나 귀 (ear)
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면의 상하좌우 폭을 조금씩 넓힌 데서 생겨났다. 그러나 활자 원도
(原圖) 를 토대로 마련된 사진식자체, 사진식자체를 그대로 전산화한 DTP 시대의 폰트에
이러한 가상 몸체의 흔적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러므로 전각인 낱글자를 그냥 늘어놓았을
경우 글자와 글자 사이, 즉 자간이 듬성듬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자간을 좁혀주면,
이른바 마이너스 자간을 적용하면 글을 더 읽기 쉽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자간과 관련하여 석금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22]
영문서체만을 사용할 때 일일이 조판을 조절하는 경우를 보았는가 ? 왜 한글만 첨단
정보화시대를 누리면서도 일일이 마이너스 자간이라는 불필요한 조판조작을 해야만 하
는가 ? 한글 서체 자간 문제가 이렇게 잘못 정착된 이유가 무엇일까 ?
첫째는 디지털 폰트를 주조활자 제작원리에 맞추어서 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글자를 정사각형틀 속에 가두는 전통적인 한자와 일본 문자의 제작원리를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한글을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한글의 마이너스 자간은 사진식자 기술이 발명된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활자
조판에서는 마이너스 자간을 적용하지 못했으리라. 물리적으로 ‘딱딱한’ 활자를 어떻게 좁
혀서 배열 (typesetting) 할 수 있으랴. 그러나 사진식자에서는 글자 테이블을 비추는 렌즈
를 바꿔 끼움으로써 자간을 1 치 (齒, = 1/4 mm) 단위로 줄이거나 늘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마이너스 자간은, 사진식자라는 기술 발전을 토대로 편집 디자이너들이 가독성을 고려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구현하게 된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hucs-interword 패키지는 한글 자간 (낱자와 낱자 사이) 과 어간 (어절과 어절 사이)
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패키지는 ko.TEX 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따라붙는다.
\usepackage{dhucs-interword}
\interhword[.6]{.475}{.1}{.1}
\interhchar{-.0852em}

위 명령의 의미를 알아보자. ko.TEX 매뉴얼 [38]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interhchar 은 자간을 임의로 설정하게 한다. 한 개의 인자를 취하는데 반드시 길
이단위를 붙여주어야 한다. \interhchar{0pt} 는 자간을 0 포인트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이 방식에 의한 자간의 변경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간은 폰트
자체의 속성으로 간주하여 hfontspec 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
문이다. dhucs-interword 패키지는 단어 간격의 제어에만 활용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interhword 는 낱말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이다. 여기 쓰인 [.6] 옵션 인자는 \xspaceskip
값을 의미하며, french spacing 에서는 무의미하다. 이 값들은 문서 기본 폰트 사이즈
의 승수값을 의미한다. 즉 .475 라는 것은 0.475 × 10pt = 4.75 포인트가 된다. [12pt]
옵션의 문서라면 이 값이 달라진다.

명령 \interhchar 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용자가 자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17 은 여
러가지 자간들이 적용된 예를 보여준다. ko.TEX 의 기본 자간 −.0852em 으로 조판한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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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hchar 의 값이 −0.0852em 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
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
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 윤오영, 「소녀」 중에서

그림 6. ko.TEX 의 기본 자간값으로 조판된 문장
도 살펴보자.
이제 어간에 대해 알아보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은 다음 소절에서 설명할 글줄
사이의 간격보다는 좁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시선이 이동하
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여 독서를 방해한다. 또 어간이 지나치게 넓으면 판면을 세
로로 구불구불하게 쪼개는 현상이 생긴다.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을 강줄기 (river), 길거리
(street) 또는 도마뱀 (lizard) 이라 한다. (그림 7 참조)
한편, 본문 글자보다 작게 조판하는 각주나 후주 등에서는 어간을 본문에서 설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넓혀줘야 한다.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
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
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
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
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
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
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
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
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
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림 7. 어간이 넓어 판면에 강줄기가 생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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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hword의 값이 0.333em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
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
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림 8. ko.TEX 의 기본 어간값으로 조판된 문장
기 때문이다. 어간도 자간 못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kotex 패키지에 finemath
옵션을 붙여쓸 때, ko.TEX 은 어간에 대해 아무런 제어도 하지 않는다. 즉 한글 어간은 영문
폰트의 어간 설정값을 따라간다. 만약 영문 폰트가 CMR10 이라면 그때의 어간은 0.333em
이다. (그림 8 참조)
\interhword 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사용자가 자간을 조절할 수 있다. 실제 어간을 조
정한 사례들을 그림 18 에서 살펴보자.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획이 빽빽한 글자나 그렇지 못한 글자나 모두 정
사각형의 틀 안에 글자를 가두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였다. [26, 57, 34]
그 중 유정미는 《잡지는 매거진이다》[34]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빼기’ 를 쓸 때 ‘빼’ 와 ‘기’ 의 폭은 다르게 조정되어야 한다. 한글 서체는
같은 비율 (1000×1000) 의 모듈 안에서 디자인되는데, 세로획이 훨씬 많은 ‘빼’ 가 1000
에 들어가려면 상대적으로 ‘기’ 의 가로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 글자의 평균적인
자폭이 800 수준인데 자간 조정 없이 조판할 경우 글자와 글자 사이는 200 씩 벌어지게
되므로 자간이 매우 벙벙해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한 몇몇 사람들은 탈네모틀 글꼴을 제작하였고, 그중 최근에 ㈜
아모레퍼시픽에서 공개용으로 배포한 아리따 폰트15 는 낱글자의 세로줄기 수에 따라 가로
너비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그림 19 참조)
3.6

글줄 사이

글줄 사이 (line spacing) 는 줄간격, 행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윗줄과 아랫줄의 베이스라
인의 차이를 지칭하기도 하고, 윗줄의 글자 하단 부분과 아랫줄의 글자 상단 부분의 차이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개념의 차이는 그림 9 를 참고하라.
15. www.amorepacific.co.kr/company/ci/fon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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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텍사용자모임(KTUG)은 KTUG Collection을 통한 텍과 관련
행송
行送

시스템의 국내 보급뿐만 아니라 한글의 자유로운 표현과 한글 타
이포그래피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행간
行間

그림 9. 행송과 행간
많은 문헌에서 행송과 행간 (leading)16 을 글줄 사이 또는 줄간격으로 혼재하여 사용하
고 있다. 아래아한글과 MS-워드도 ‘줄 간격’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행송의 개념이다.
이 글에서도 글줄 사이는 ‘행송’ 을 말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DTP 에서 본문 글자 크기가
정해지고 행송이 정해지면 행간은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행송 = 본문 글자 크기 + 행간
이기 때문이다.
LATEX 기본 클래스에서 \linespread 의 기본 값은 1.0 이다. 1.0 이라는 값은 기본 글자
크기가 10 포인트일 때 글줄 사이를 12 포인트 띄우도록 한다. 이때 12 포인트의 글줄 띄우
기는 행간이 아니라 행송의 개념이다. 행간을 2 포인트 띄운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ko.TEX 은 \linespread 값을 1.333 으로 해놓았다. 이 값은 행송을 약 16 포인트로, 즉
행간을 6 포인트 띄운 것이다. 왜냐하면
1.0 : 12 포인트 글줄 사이 = 1.333 : x
이므로 ko.TEX 의 행송 x = 15.996 포인트 글줄 사이 가 된다.
글줄 사이에 대해 이종운은 《도서편집총람》 [40]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도서의 경우, 전각문자인 우리 文의 경우에 있어 문자 크기의 80 퍼
센트를 본문의 기본행간으로 함이 적당하다. 예컨대, 9 포인트 문자 크기이면 7 포인트
행간, 13Q(급) 문자 크기이면 행간 10 치로서 23 행송 등

한글의 글줄 사이를 영문보다 더 넓게 설정하는 것이 왜 나은지에 대해 김강수는 The
Memoir Class for Configurable Typesetting User Guide 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다음과 같
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5]
한글 문서는 영문 문서의 경우와는 다른 사정이 있다. 한글 한 글자는 어쨌든 영문자
두 자 안팎의 크기에 해당하고 베이스라인이 영문자의 경우보다 아래 있어서 자면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영문과 동일한 행간 및 어간을 사용한다면 페이지
색조 면에서 훨씬 어두워진다. 따라서 행간과 어간을 영문보다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어간의 경우는 반자 (0.5em) 보다는 적고 영문의 기본 어간보다는 넓은 적절한 값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memhangul-ucs 패키지는 기본 행간을 1.333 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값은 조판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

당연하고도 명쾌한 해설이다.
16. 글줄 사이띄기에 사용했던 긴 공목이 납 (lead) 으로 만들어진 데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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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 밖, 아래 여백의 비는 각각 2 : 3 : 4 : 6이고 판면의 높이는 판형의 가로와 같다.
얀 치홀트는 중세 시대 도서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림 10. 얀 치홀트의 ‘페이지 구성을 위한 황금 카논
3.7

글줄 길이, 판형, 판면과 여백

이 소절에서 말하는 요소는 판면의 레이아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판형에서 판면을 뺀 나머지의 영역이 인쇄 면적이다. 판형은 국배판이니, 4 × 6 배판이
니 하는 실제 책의 크기 (book size) 를 말하고, 판면은 판형에 인쇄 문자가 들어가는 영역
(type area) 을 말한다. 판면율은 판면 대비 판형의 면적 비율이다.
일반적인 책의 판면율은 얼마나 될까 ? 일반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체적으로 70–
80 퍼센트에 이를 것이라 답한다. 그러나 아주 특이한 판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대부분
의 도서는 대체로 판면율이 50–60 퍼센트 정도에 그친다. (그림 20 참조)
판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모리스 (William Morris) 의 방법, 언윈 (Sir Stanley Unwin)
의 방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여러 타이포그래피 관련 서적에서 다양한 판면과 판형 구
성 방법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터 윌슨의 memoir 매뉴얼 [5] 에서 다양한 판면 사례를
구경할 수 있다. 로버트 브링허스트 (Robert Bringhurst)17 의 The Elements of Typographic
Style [62] 과 필 베인즈 (Phil Baines), 앤드류 헤이슬럼 (Andrew Haslam) 의 Type and Typography [61] 도 참고하자.
또한 앰브로즈 (Gavin Ambrose) · 해리스 (Paul Harris) 의 카논이라는 개념도 있다. [9]
카논 (Canon) 이란 디자인 결정 과정에 참고가 되는 일련의 디자인 원리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리 중 일부는 이미 확고히 성립된 규범이며 수세기에 걸쳐 실행되면서 매우
설득력 있게 보강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들에 이론을 제기하거나 재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얀 치홀트 (Jan Tschichold) 는 라울 로사리보 (Raúl
Rosarivo) 가 1947 년 《타이포그래피의 신성 비례 Divina Proporción Tipográfica》에
서 다룬 2 : 3 비를 토대로 페이지 구성의 황금원리를 세웠다. (그림 10 참조)
17. 이종인이 《영어의 탄생 The Meaning of Everything: the Story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을
번역하면서 ‘로버트 브링허스트’ 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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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5.5 (5)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
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
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
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
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
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가까운 겨레붙이)
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
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
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
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
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
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
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
슴이며,일꾼들이드나들고어수선했으나,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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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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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
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
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
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
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
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밀가루로
만든 국수) 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호박 껍
질을 벗기지 않고 채 썰어 만든 나물)이 놓여 있었
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조촐하고
말쑥하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
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
때(겉으로는 그다지 표시 나지 않으나 약간 오래된
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
서 무엇인가 두런두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5

4.5 (5)

1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
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
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
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
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
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가까운 겨레붙이)
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
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
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
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
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
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
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
슴이며,일꾼들이드나들고어수선했으나,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
12

소녀

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
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
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
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
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
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밀가루로
만든 국수) 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호박 껍
질을 벗기지 않고 채 썰어 만든 나물)이 놓여 있었
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조촐하고
1
말쑥하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
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
때(겉으로는 그다지 표시 나지 않으나 약간 오래된
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
서 무엇인가 두런두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소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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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림 11. 보통 판형 (현재 유행형) (위) 및 동양고전형 (아래)
홍우동이 《편집에서 제책까지》 [58] 에서 분류한 판면 위치의 구성 방식과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보통 판형 (현재 유행형) 요즈음 유행하는 일반형을 말한다. 적당히 좌우중앙에 판면을 앉히는 것이
다. 여기서 판면의 위치가 예상과 다르게 위로 또는 아래로 판이 치우쳐 보이는 예가 생기는
데, 이는 면주관계이다. 면주가 긴 것은 면주 포함 상하중앙으로 해도 균형에 문제가 없으나
면주가 짧은 것은 상하중앙으로 하면 면주가 있는 쪽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는 면주를 제외한 본문만을 상하중앙으로 위치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림 11 위)
동양고전형 재료가 부족하던 당시의 판면배치방식이었기 때문에 책이 낡았을 때 판면 (문자 등) 의
훼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책장을 넘길 때 손이 닿는 부분의 여백을 넓게 한다. 위와 안쪽을
1 로 했을 때 아래와 바깥쪽은 2–3 으로 넓게 하였다. (그림 11 아래)
모리스형 모리스형은 동양고전형과 비슷한 데가 있다. 판면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쪽을 좁게
하고 바깥쪽을 넓게 잡았다. 그리고 안쪽을 1 로 하였을 때 위쪽을 1.2 로 하였고, 거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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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
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가까운 겨레붙이)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
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
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
넌방으로 안내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
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
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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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
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
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
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
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
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
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밀가루로 만든 국수) 다. 오이
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호박 껍질을 벗기지 않고 채 썰
어 만든 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
하고 깔밋했다(조촐하고 말쑥하다). 소녀는 촌이라 변
1 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
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
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
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겉으로
는 그다지 표시 나지 않으나 약간 오래된 때)가 약간 묻
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두런두런
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
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
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고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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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
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
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
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
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
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가까운 겨레붙이)
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
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
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
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
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
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
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
슴이며,일꾼들이드나들고어수선했으나,건넌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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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
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
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
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
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
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밀가루로
만든 국수) 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호박 껍
질을 벗기지 않고 채 썰어 만든 나물)이 놓여 있었
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깔밋했다(조촐하고
1.5
말쑥하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
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
때(겉으로는 그다지 표시 나지 않으나 약간 오래된
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
서 무엇인가 두런두런하는 기색이 들렸다. 노파의

3

4

그림 12. 모리스형 (위) 및 언윈형 (아래)
바깥쪽은 또 20 퍼센트를 넓게 하였으며, 아래쪽의 경우는 바깥쪽보다도 20 퍼센트를 더한 넓
이를 하여 내 · 상 · 외 · 하부의 순으로 20 퍼센트씩 더 넓게한 것이 특징이라할 수 있다. 즉
1 : 1.2 : 1.22 : 1.23
의 비율이다. (그림 12 위)
언윈형 언윈형도 동양고전형과 모리스형의 판면위치와 원칙은 비슷하고 여백의 비율에 조금씩 차
이가 있을 뿐이다. 언윈형의 판면위치와 여백분할방법은 위쪽을 기준으로 하여 안쪽 여백은
1/4 을

좁혔으며, 바깥쪽은 1/2 을 넓게 잡고, 아래쪽의 여백을 갑절로 하여 상 · 하 · 내 · 외의

순으로 여백의 비율을 보면
2 : 4 : 1.5 : 3
이다. (그림 12 아래)
황금비형 동양고전형의 판면위치와 거의 같은데 위쪽과 바깥쪽의 여백이 같고 하부가 극히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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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
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
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
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
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
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가까운 겨레붙이)
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
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
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
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
에 들어가 어른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
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
를 받았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

13

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
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
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
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
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
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
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밀가루로
만든 국수) 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호박 껍
질을 벗기지 않고 채 썰어 만든 나물)이 놓여 있었
3
다.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깔밋했다(조촐하고
말쑥하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
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
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
때(겉으로는 그다지 표시 나지 않으나 약간 오래된
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5

그림 13. 황금비형
것이 특징이다. 상 · 하 · 내 · 외의 순으로 여백의 비율을 보면
5 : 8 : 3 : 5
이다. (그림 13 참조)

판면의 배치는 ‘그리드 (grid)’ 라 하는 편집 디자인의 요소와도 관계 있다. 그리드는 바
둑판 같은 가상의 모눈을 말한다. 그리드 시스템은 책을 펼쳤을 때 본문 레이아웃을 반복함
으로써 시각적인 통일감을 얻게 하는 판면의 배치 방식이다. 판면을 여러 개의 작은 면으로
분할하여 본문 레이아웃의 기본 단위로 활용한다.
그리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시각적 통일감을 얻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판면 구성
의 지루한 반복이라는 단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되는 잡지나 신문은
독자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페이지별로 그리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처음부터 꼼꼼이
읽어야하는 학술 서적이나 단행본 등은 일관된 그리드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문이 1 단으로 구성되면 그리드는 단순할 것이고, 2 단이나 3 단, 또는 그보다 복잡하게
구성되면 복잡한 그리드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그리드 체계에서 판면이 배치되면,
당연히 그 이외의 공간은 상단 여백, 하단 여백,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등 여백 (margin)
이 된다. 최근의 편집 레이아웃은 여백에 다양한 효과를 주고 있다. 전통적인 책에서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위치하던 면주 (running title) 와 쪽번호 (folio) 가 안쪽이나 바깥쪽 여백
에 오기도 한다. 주로 판면과 하단 면주 사이에 위치하던 각주 (footnote) 가 안쪽 또는 바
깥쪽 여백에 위치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각주가 아니라 난외주기 (marginal note)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드에 관한 이론과 사례는 앨런 스완 (Alan Swan) 의 《GRIDS: 그리드의 올바른 이
해와 활용 How to Understand and Use Grids》 [17], 원유홍 외의 《타이포그래피 천일야
화》 [37], 김지현의 《그리드》 [11] 등을 참고하자. 이 외에도 최신 사례와 기법을 수록한 책
들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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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줄의 길이를 ‘행장’ 이라 한다. 판면의 가로길이가 바로 글줄의 길이이다. 판면 가로
길이는 본문 글자 크기와도 관계가 있다. 완전한 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본문의 글자 크기가 커지면 글줄 길이도 커져야하고, 본문의 글자 크기가 작으면 글줄 길이
도 작아져야한다. 같은 본문 글자 크기에 같은 글줄 길이로 조판된 국배판 (A4) 과 신국판
(152 × 224mm) 책이 있다고 하면 분명 어느 한쪽 판형의 책은 아주 읽기 힘들 것이다.
LATEX 을 사용하면서 판형, 인쇄 면적과 여백에 대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기본
명령어를 사용하여 본문 레이아웃을 정할 수도 있지만, geometry 패키지18 는 이를 더욱
간단하고 치밀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패키지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lines 와
assymetric 옵션이 있다. lines 는 본문 행 수를 일정하게 지정하여 판면 세로 길이, 즉
\textheight 를 결정할 수 있고, assymetric 은 펼침면에서 좌우 여백을 대칭적이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 즉 여백을 홀수 · 짝수면에 관계없이 항상 오른편이나 왼편에 둘 수 있게
해준다. 자세한 것은 geometry 패키지 매뉴얼을 참고하라.
한편 memoir 클래스는 내재된 함수만으로 geometry 못지 않게 본문 레이아웃을 구성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강수가 번역한 The Memoir Class for Configurable Typesetting
User Guide [5] 를 참고하라.
3.8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 (microtypography) 는 헤르만 자프 (Hermann Zapf) 와 URW 폰트
회사가 hz-program 을 만들면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What we wanted to produce was the perfect grey type area without the rivers
and holes of too-wide word spacing. [67]

hz-program 의 아이디어는, 구텐베르크 (Johannes Gutenberg) 가 42 행 성서를 조판할 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강줄기를 없애 시각적으로 균일한 판면을 구성하기 위해 290 쌍의 서
로 다른 리거처 (ligature, 合字) 와 축약형 문자조합을 만들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나중에
Adobe 사에서 hz-program 의 특허권을 사들여 InDesign 프로그래밍에 적용하였다고 알
려져있다.19
ko.TEX 또한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를 지원한다. 《ko.TEX 매뉴얼》 [38] 에서 다음 부분을
보자.
마진 커닝 (margin kerning) 이란, 여백 공간이 가지런히 보이도록 하기 위해 글자들을
텍스트 블록의 마진 쪽으로 아주 조금 이동시켜주는 테크닉이다. 마진 커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부 문자들이 마진 경계가 시작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이것은 문장부호 끌어내기 (hanging punctuation) 와 비슷한 것이지만 문장부
18. http://tug.ctan.org/cgi-bin/ctanPackageInformation.py?id=geometry
19.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Torbjørn Eng 은 InDesign 의 글자 확장 (glyph scaling) 이 hz-program 보다 못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폰트 확장에 대해 “균일한 단어 간격에 대한 노력은 무의미하다. 이는 단어 간격이
균일하지 않은 수백 년 간의 훌륭한 조판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폰트 확장이 조판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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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의 글자 내밀기. 수직으로 그은 선은 판
면의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65]
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글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함으로써 텍스트 블록의
모양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
폰트 확장 (font expansion) 이란 단어 간격이 좀더 균일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폰트
의 폭을 약간 좁게 혹은 넓게 만드는 테크닉이다. 폰트를 넓게 혹은 좁게 만듦으로써
개행 엔진이 더 나은 행나눔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Hàn Thê´ Thành20 이 pdfTEX 에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를 포함시킨 연구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마진 커닝의 기법 중 글자 내밀기 (character protrusion) 는 대략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한다. (그림 14 참조) 예를 들어 판면 왼쪽에 대해서는
Kl = w

Pl
1000

를 적용한다. 여기서 w 는 글자의 가로폭, Pl 는 왼쪽 내밀기 (left protrusion) 인수이다.
Hàn Thê´ Thành 은 특정 글자 (또는 문자) 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면을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값을 ‘시행착오’ 로 찾아냈다. 그림 15 에서 Pleft 는 왼쪽 내밀기 값, Pright
는 오른쪽 내밀기 값이다. 이와 관련하여 Hàn Thê´ Thành 의 박사학위 논문 “Microtypographic extensions to the TEX typesetting system” [65] 을 읽어보길 권한다.
ko.TEX 매뉴얼에 적힌대로 폰트 확장과 마진 커닝을 시도해본 예는 그림 21 과 같다. 결
국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는 폰트 확장을 통해 앞서 설명했던 강줄기를 없애고, 마진 커닝
을 통해 좌우로 정렬된 문단의 끝 (혹은 앞) 을 시각적으로 가지런하게 (optical even) 만드
는 기술이다.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를 조판의 미학에 관한 방법으로 보아야할 지, 가독성
향상에 관한 하나의 인자로 보아야할 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문단 끝이
가지런하도록 보이게하는 것과 강줄기를 없애기 위해 폰트를 ‘일반인들이 눈으로 구분하기
20. 2008 년 1 월 Asian TEX Coference 2008 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발음하느냐 물었더니 ‘한 테 타인’ 이라
하였다.

98

T HE A SIAN J OURNAL OF TEX
Character
‘
“
(
A
J
T
V
W
X
Y
v
w
x
y

Pleft
700
50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Character
.
,
’
”
;
:
–
—
!
?
)
A
F
K

Pright
700
700
700
700
500
500
500
300
200
200
200
50
50
50
50

Character
L
T
V
W
X
Y
k
r
t
v
w
x
y

Pright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그림 15. Hàn Thê´ Thành 이 찾아낸 글자별 (일반적인) 내밀기 값
어려운 정도로 적절히’ 확장 (또는 축소) 하는 테크닉은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한다. (그림 22 참조)
거칠게 스케치하기
이 절은 왜 번호가 붙어있지 않을까 ? 가독성과 상관 없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거칠게 스케치하기 (rough visual) 이다. 어떤 책의 판면을
디자인하든, 상품의 외관을 디자인하든 디자인의 초기 단계는 이 스케치로부터 비롯된다.
연습장이든 메모지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말 그대로 거칠게 스케치하는 것이다.
최근에 그래픽 툴이 발달함에 따라 스케치 과정을 생략하고 컴퓨터 터미널에서 초안부
터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러다보면 그간의 연습기록이 종이에 남던 스케치와 달리
최종 디자인 파일만 덩그러니 남을 수 있다. 최종 디자인 직전, 예전 시안의 어떤 부분만
이라도 빌어오려고 하면, 그간의 데이터는 없어져있기 일쑤다. (물론 날짜별로 백업파일을
만들어 관리하는 꼼꼼한 디자이너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판면 레이아웃을 구성하면서도 이러한 거친 스케치가 필요하다. 그래픽 툴에 아주 능숙
하다 하더라도, 머리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종이에 또는 칠판에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글자와 그래픽 등을 배열하는 대략의 스케치 과정에서 사람의 눈을 통해 안정
적인 배치와 균형을 꾀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물체를 상하좌우의 중앙에 앉히고자 할 때
컴퓨터가 계산한 기하학적 중앙값보다는 시각적 중앙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거친
스케치를 만들고 난 후에 실제 작업에 옮기면 좀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3 과 그림 24 는 Asian TEX Conference 2008 의 안내 팸플릿을 제작할 때 만들
었던 스케치와 실제 본문 디자인이다.21
21. 잘 된 사례는 아니지만 거칠게 스케치하기의 중요함을 일깨우고자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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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며 역시나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다.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김도현 선생님은 몇 가지 궁금해하던 점을 이메일로 충실하게 알려주셨고, 이 글을 작
성하면서 드러난 microtype 패키지와 font_max=2000 의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TEX 글
꼴인 tfm 의 한계로 인해 한 · 중 · 일의 폰트는 많은 수의 subfont 방식으로 쪼개 폰트를
처리하고 있는데, tex.ch 에서 정한 폰트 수의 최대값 2,000 을 넘어서 컴파일이 되지 않는
현상이 이 글의 소스를 컴파일하면서 실제로 발견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김도현 선생님
께서 TEX-live 개발팀에 자세히 보고해주셔서 그 값이 5,000 으로 늘어나게 되어 불편 없이
컴파일할 수 있게 되었다.
김강수 선생님은 가독성 관련 연구 목록만을 열거한 엉성한 초고를 보시고도 “연구사에
대한 요약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문서” 라며 격려해주셨다. 실제로 이 글은 김강수 선생
님이 ko.TEX 에 부여한 여러 아이디어를 설명한 것이 태반이다. 한글텍사용자모임 (KTUG,
The Korean TEX Users Group) 과 KTUG FAQ 위키 사이트에 김강수 선생님이 쓰신 글
이 많이 있는데 왕성한 문서 생산력에도 놀랄 일이지만 그 내용이 정제되어 있고 사용자
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 더 놀라게 된다.
이철영 선생님께 원고 검토를 부탁드렸더니 “맨날 광고성 메일만 받다가 이런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매우}^3 좋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 글도 쓰고 · · · . 찬찬히 보고 연락하
지.” 하고 격려해주셨다. 예전에 이철영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던 때, 바로 그때가 기댈 언
덕이 있던 때였는데 출판에 대해 배우기를 게을리하여 더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니
요즘도 후회가 막급하다.
조인성, 조진환, 이기황, 남상호, 조명철, 은광희, 남수진, 이호재, 김호성, 윤석천 선생
님. 우리글의 조판에 아낌없는 애정을 쏟으며 완성도 높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구현에 애쓰
고 계신 KTS 여러분께 감사한다. KTUG 게시판에 익명이든 실명이든 질문과 답변을 남
겨주시고 시사점을 남겨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한다. “KTUG 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조금이라도 한글의 가독성에 대해 연구해놓은 많은 선배
님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글 가독성 관련 연구사례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글이 한글 가
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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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저명한 서지학자이자 고서 수집가인 쇼오지 센수이의 저서를, 한국고서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안춘근이 편역하고 범우사 대표인 윤형두가 한국 관련 항목을 보완해서 펴낸 책이다. 최초의 백과사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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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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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년부터 2 년 남짓 디자인 정글 웹사이트에서 연재한 ‘시각표현의 실험잡지’ 를 책으로 묶은 것이
다. 잡지의 역사와 구조, 타이포그래피 등을 언급하였다. http://campus.jungle.co.kr/JungleUniv/
OpenLecture/lecture_view.asp?seq=15&cat_idx=1011

35. 윤형두, 《옛책의 한글 판본》, 범우문화문고 10, 범우사, 2003.
범우사 대표인 저자가 월간 《책과 인생》에서 연재했던 옛책의 한글 판본 자료를 묶어낸 책이다.

36.

, 《옛책의 한글 판본 II》, 범우문화문고 13, 범우사, 2007.

37. 원유홍 · 서승연,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 타이포그래피의 개념과 실제》, 안그라픽스, 2004.
웹사이트 디자인 정글에서 연재하였던 ‘원유홍의 타이포그래피 천일야화’ 를 책으로 묶은 것이다. 글꼴와
글자족 (family), 본문용과 제목용 타입, 가독성과 판독성 등 타이포그래피의 기초적인 요소와 낱자와 단
어, 행과 단락, 타이포그래피 정렬, 칼럼과 마진, 그리드 등 타이포그래피의 구조적 특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38. 은광희 · 김도현 · 김강수, 《한국어 텍 ko.TEX v0.1.0 사용 설명서》, 한국텍학회, 2007.
2007 년 한글라텍과 hangul-ucs 가 통합되면서 ko.TEX 이 출범하였다. 개선된 자동조사 기능, finemath
옵션, ttf2kotexfont 유틸리티 등 기존 한글 TEX 환경과의 차이점과 새로이 추가된 기능을 설명하였다.
http://project.ktug.or.kr/ko.TeX/kotex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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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쪽이 넘는 이 두꺼운 책은 실무에 기초한 편집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때 범우사에서 펴내는 월간지
《책과 인생》을 정기구독 신청하면 이 책을 증정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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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면배치 방법이 눈의 피로도나 판면의 보기 및 읽기 쉬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또 초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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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설 한국글꼴개발원, 2000.
한글 글꼴과 관련된 용어를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많은 분량의 한글 글꼴 관련 참고문헌과 옛 문헌
자료 목록을 수록하였다.

54. 한국출판연구소, 《출판연구》, 제 1 권 창간호, 한국출판연구소, 1990.
한국출판연구소의 정기간행물이며, 창간호 특집으로 “한국 출판의 연구와 교육” “한글 글자꼴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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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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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몸체

그림 16. 폰트 크리에이터에서 열어본 은바탕(위) 과 -윤명조120(아래)
‘텍’ 글자의 가상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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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hchar 의 값이 −1pt 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
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
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 윤오영, 「소녀」 중에서

interhchar 의 값이 0pt 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
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
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
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 윤오영, 「소녀」 중에서

interhchar 의 값이 1pt 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
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
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
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 윤오영, 「소녀」 중에서
그림 17. 자간을 다양하게 조정한 문장

V OLUME 2, N O . 2, O CTOBER 2008

107

interhword의값이0pt일때
소녀는미리준비를차리고있었던모양으로옷도갈아입고머리도곱게매만져있었
다.나도옷고름을매만지며대청으로마주나와인사를했다.작년보다는훨씬성숙해
보였다.지금막건넌방에서옮겨간것이틀림없었다.아주머니는일꾼들을보살피러
나가면서오빠점심대접하라고딸에게일렀다.조금있다가딸은노파에게상을들려
가지고왔다.닭국에말은밀국수다.오이소박이와호박눈썹나물이놓여있었다.상차
림은간소하나정결하고깔밋했다.소녀는촌이라변변치는못하지만많이들어달라고
친숙하고나직한목소리로짤막한인사를남기고곱게문을닫고나갔다.

interhword의 값이 5pt일 때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
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
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
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
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
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
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interhword의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값이 10pt일
있었던

때

모양으로

옷도

갈아

입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
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들을 보살피
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
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림은

간소하나

정결하

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나갔다.
그림 18. 어간을 다양하게 조정한 문장

곱게

문을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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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850unit, 의 경우 약 980unit의
폭에서 디자인되었다.

그림 19. 글자의 세로획 수에 따라 가로폭이 다르게 디자인된 아리따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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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mm

140 mm

소녀
윤오영
고개 마루턱에 방석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예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
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신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 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이 되는 분의 집이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
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
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
히어 가기 시작했다. 그 때만 해도 시골서 좀 범절 있다는 가정에서는 열 살만 되면 벌써 처녀
로서의 예모를 갖추었고 침선이나 음식 솜씨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에 들어가 어른
들을 뵙고 수인사 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얼마 지체한 뒤에, 안 건넌방으로 안내를 받았
다. 점심 대접을 하려는 것이다. 사랑방은 머슴이며, 일꾼들이 드나들고 어수선했으나, 건넌방
은 조용하고 깨끗하다. 방도 말짱히 치워져 있고, 자리도 깔려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빠에게
나와 인사하라고 소녀를 불러냈다.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
260 mm

210 mm

고 머리도 곱게 매만져 있었다. 나도 옷고름을 매만지며 대청으로 마주 나와 인사를 했다. 작
년보다는 훨씬 성숙해 보였다. 지금 막 건넌방에서 옮겨 간 것이 틀림없었다. 아주머니는 일꾼
들을 보살피러 나가면서 오빠 점심 대접하라고 딸에게 일렀다. 조금 있다가 딸은 노파에게 상
을 들려 가지고 왔다. 닭국에 말은 밀국수다. 오이소박이와 호박눈썹나물이 놓여 있었다. 상차
림은 간소하나 정결하고 깔밋했다. 소녀는 촌이라 변변치는 못하지만 많이 들어 달라고 친숙
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짤막한 인사를 남기고 곱게 문을 닫고 나갔다.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
은편 벽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때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나는 야릇한 호기심으로 자꾸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두런두런하는 기
색이 들렸다.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했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 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식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고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상을 내어 갈 때는 노파 혼자 들어오고, 으레 따라올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적삼 들
킨 것이 무안하고 부끄러웠던 것이다. 내가 올 때 아주머니는 오빠가 떠난다고 소녀를 불렀다.
그러나 소녀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아주머니는“갑자기 수줍어졌니, 얘도 새롭기는.”하며 미
안한 듯 머뭇머뭇 기다렸으나 이내 소녀는 나오지 아니했다. 나올 때 뒤를 흘낏 훔쳐본 나는 숨
어서 반쯤 내다보는 소녀의 뺨이 붉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림 20. 4 × 6 배판의 책에 판면을 140 × 210mm 로 설정했을 경우, 판면
율은

140×210
190×260

=

29400
49400

= 0.595, 즉 59.5 퍼센트이다. 보통 면주와 쪽번호

가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들어있을 경우, 그 길이까지 판면 세로 길이에
포함하여 판면율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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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여름 방학이 되어 집에 내려오면 한
번씩은 이 집을 찾는다. 이 집에는 나보다 한
살 아래인, 열세 살 되는 누이뻘 되는 소녀가
있었다. 실상 촌수를 따져 가며 통내외까지 할
절척도 아니지만 서로 가깝게 지내는 터수라,
내가 가면 여간 반가워하지 아니했고, 으레 그
소녀를 오빠가 왔다고 불러내어 인사를 시키곤
했다. 소녀의 몸매며 옷매무새는 제법 색시꼴
이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S1 과 S2 가 삼각화되었다 하자. S1 #S2 는
S1 과 S2 에서 각각 삼각형을 하나씩 잘라내고
삼각형의 경계에 따라 두 곡면을 붙여서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는 세 개, 꼭지점도
세 개, 면은 두 개가 줄어든다. 따라서

S1 과 S2 가 삼각화되었다 하자. S1 #S2 는
S1 과 S2 에서 각각 삼각형을 하나씩 잘라내고
삼각형의 경계에 따라 두 곡면을 붙여서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는 세 개, 꼭지점
도 세 개, 면은 두 개가 줄어든다. 따라서

χ(S1 #S2 ) = χ(S1 ) + χ(S2 ) − 2

χ(S1 #S2 ) = χ(S1 ) + χ(S2 ) − 2

이 성립한다.

이 성립한다.

Dvipdfmx supports various encodings
in rather unintuitive way (due to various
reasons). For 8-bits encodings, it supports
.enc format glyph encoding file (used by
dvips program) with few extensions undocumented here and remapping of a set of 8bit encoded TEX fonts to a single doublebyte font with SFD file support. And it
can also support various multibyte encodings by loading PostScript CMap resource.
Not all encodings are supported depending
on format of font to be used.

Dvipdfmx supports various encodings
in rather unintuitive way (due to various
reasons). For 8-bits encodings, it supports
.enc format glyph encoding file (used by
dvips program) with few extensions undocumented here and remapping of a set of 8bit encoded TEX fonts to a single doublebyte font with SFD file support. And it
can also support various multibyte encodings by loading PostScript CMap resource.
Not all encodings are supported depending
on format of font to be used.

그림 21. 마이크로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예 (좌) 와 적용하지 않은 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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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사 시키곤
사를
소녀를
소녀의몸매며
몸매며옷매무새는
옷매무새는제법
제법
색시꼴
했다. 소녀의
색시꼴이
이 박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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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박히어
가기
시작했다
. .
삼각화
삼각
각화되었다 하자
하 . S1 #S2 는
S1 과 S2 가 삼각화되었다
삼 형을 하나씩 잘라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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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꼭지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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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든다
. 따라서
. 따라서

χ(S1 #S2 ) = χ(S1 ) + χ(S2 ) − 2
이 성립한다.
Dvipdfmx supports various encodings
in rather unintuitive way (due to various
reasons). For 8-bits encodings, it supports
.enc format glyph encoding ﬁle (used by
dvips program) with few extensions undocundocumented here and remapping of a set of 88bit encoded TEX fonts to a single doubledoublebyte font with SFD ﬁle support. And it
can also support various multibyte encodencodings by loading PostScript CMap
CMap resource.
resource.
Not all encodings are supported depending
on format of font to be used.
그림 22. 시각적으로 문단끝이 고르게 보인다. 옅게 조판된 부분은 마이
크로타이포그래피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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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거칠게 스케치하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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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siaTEX08 팸플릿
The Asian TEX Conference 2008

Yusuke Kuroki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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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X environment is composed of not only a set of TEX processors (including compilers, macros, fonts, DVI drivers, etc.), but also Ghostscript — an interpreter for both
PostScript language and PDF and an essential tool for handling images in this context.
The original TEX processors in Cygwin, a UNIX-like environment for Windows, is made
of teTEX. In order to properly typeset Japanese, we use pTEX and related tools these
days, but teTEX does not include them. Moreover, Ghostscript in Cygwin cannot deal
with Japanese. Therefore, Japanese Cygwin users need to additionally prepare Japanese
TEX environment. There are some ways to do it, but we are providing a set of binary
packages to construct it using Cygwin Net Release Setup Program, i.e., official GUI installer. We intend our new binary to be another choice against a famous binary for the
native Windows system, to be installed easily, and to be used comfortably by Cygwin
users. We choose the following sources: an ongoing source distribution ‘ptetex’ for TEX
processors, and gs-cjk products and the stable version 7.07 for Ghostscript.
Nowadays, a standard Japanese TEX environment for Windows is uniquely made up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TEX processors except DVI viewer, called W32TEX by
Kakuto A., (2) DVI viewer, named ‘dviout for Windows’ by Ohshima T. and Otobe Y.,
and (3) Ghostscript compiled by Kakuto.
It is a relief thath no one need to wander about choosing a right set of binaries.
However, I wonder whether it is welcome from the risk management perspective. However, it was a noteworthy fact that users are still required many steps to install the stan-

4. Japanese TEX Environment for Cygwin

Second, the scrlttr2 class provides templates supporting Japanese envelope sizes and
windowed envelope variants. The most common of the many window envelope variants
are supported.
Third, several variables have been added or modified to allow their use with nonGerman standards. Another change is increased flexibility of letterhead and letterfoot
customization.
The KOMA-Script scrlttr2 class has arguably the best support for customizable letters
among all the LATEX2e packages. CJK input is possible; thus, it may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implementing letter requirements of CJK nations.
Support for Japanese letter requirements and envelope sizes is still under development. Information on formal letter standards for official use at institutions, in companies or at legal firms, is still scarce. Importantly, development is needed to enable use
of powerful form letter capabilities with Japanese address formats. Similar development
to support Korean and Chinese letter requirements may be possible.

6

In 1987, Yasuki Saito, researcher for the then government-owned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NTT), developed JTEX, often called NTT JTEX, which can handle Japanese
characters. JTEX splits a Japanese font into 33 subfonts, each containing at most 256
characters.
In the same year, Shunji Ohno and Ryoichi Kurasawa, of the technical publisher
ASCII Corporation, developed ASCII Nihongo TEX. It was a true multibyte extension
of TEX, accomodating thousands of characters in one font.
Three years later, ASCII’s Hisato Hamano extended it to enable vertical typesetting.
The new version of Nihongo TEX was named pTEX (“p” for publishing) to distinguish
it from the NTT JTEX. In 1995, pTEX was revised A in accordance with TEX 3.0, and
pLATEX 2ε was developed. Since then, pTEX has been the typesetting tool of choice for
Japanese technical publishing.

2. Japanese TEX — Past, Present, and Future

Many TEX fonts were originally designed in the format of MetaFont, a font creation
software developed by D. E. Knuth as well as TEX. A MetaFont source generates two
kinds of TEX font files. One is a TEX font metric (TFM) file, mainly used by TEX and
DVI drivers to provide character information in a compact way. The other is a generic
font (GF) file containing character shapes rendered in a bitmap format, which is then
converted to a packed font (PK) file to be used by most of DVI drivers.
Recently, widespread of PDF file format made less and less use of bitmap PK fonts in
the final TEX output, and they were replaced by scalable outline fonts such as PostScript
Type1 and OpenType. We notice that these outline fonts contain not only character
shapes but also almost all character information. However, many TEX engines and DVI
drivers still extract character information from TFM files only, and character shapes from
outline fonts.
In this talk we discuss this redundancy residing in between TFM and outline fonts,
after a review of various font formats and their roles in the TEX system.

Jin-Hwan Cho
The University of Suwon, Republic of Korea

1. How to Knock Down TFM, Achilles in the T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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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히 인문사회과학대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넘는 학제간 연구의 지원이 일천한 가운데, 선구적인 지원을 제공한 공주대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들이 함께 모인 학회입니다. 개별 전공의 테두리를

학, 사학, 경제학, 법학, 수학, 전산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각종

한국텍학회는 학술진흥재단에 복합학 학제간 연구 학술단체로 등록된 언어

About the Korean TEX Society

In-Sung Cho
President of the Korean TEX Society

It gives me a great pleasure to welcome each of you to the
Asian TEX Conference 2008 to share experiences and ideas
on TEX and friends, and digital typography in general. Firs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the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and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for making the conference actually taking place by generously hosting and sponsoring this
event. I personally thank Professor Chun-Hoi Jung for giving
us a warm welcome.
This conference was organized by the Korean TEX Society in collabo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especially in Asian context bearing a long tradition of literary culture. I truly hope that
this opportunity will benefit all of us and give us chances to see the future perspectives
regarding TEX and digital typography.
AsiaTEX08 wouldn’t be possilble without the excellent speakers. I am very grateful
to the invited speakers who have agreed to give us insightful and informative plenary
speeches. I am also grateful to general speakers for bringing us up many stimulating
subjects. My thanks also go to all the participants who came to Kongju to join this
cheerful event.
The organizers have tried their best to set this conference to meet the needs of all
participants. If you, however, have any queries and/or worries, please don’t hesitate to
talk to one of the organizers including me.
Last but not least, I thank staff members of the Korean TEX Society and the local
organizers for their hard work for implementing every details of the conference.
Please enjoy yourselves and happy TEX’ing!

Opening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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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er Lemberg
Municipal Theatre,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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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11

Digital humanities can be broadly defined to encompass the common ground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ssues in the humanities research and teaching. Is is no doubt
that electronic texts are in the center of digital humanities as texts in traditional sense
are in traditional humanities.
XML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of encoding electronics texts
that can have extremely complex structures. Essentially, XML-based mark-up systems
are used to reveal both implicit and explicit textual elements in documents. However,
they do not convey any information on how to visualize the documents. Since TEX and
LATEX are also mark-up systems, the possibility of using TEX or LATEX for rendering XML
documents has been considered from the early days and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However, reports of application of such methods in real-world problems are hard
to find at least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of typesetting XML-encoded Korean dictionaries using
LATEX which is being developed as a component of a integrated dictionary production
system. We will also look into the perspectives of the roles of TEX and friends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Kihwang Lee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5. Typesetting Korean Dictionaries with XML and LATEX

dard environment for Windows: (1) choose and gather many files from web pages; (2)
apply various methods for installing them; (3) fix environmental variables, and (4) make
an initial setting on dviout. While giving our mind to the above circumstances, ‘ptetex’
— a Japanese TEX distribution for UNIX by Tsuchimura N. — appeared. We believed it
could be made available on Cygwin and we started the project.
The project approximately has 300 viewers and 70 downloads for a week.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contribute something to the world-wide TEX community while,
if possible while carefully observe the rapidly chainging surroundings.

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This article describes the experience from a real-world application of micro-typography
with pdfTEX. The project involved typesetting a study edition of the Bible in Czech,
where there was a lot of further information apart from the original text: footnotes,
references, further annotation etc. The design was not complex, but the typographic requirements were very strict. This posed a real challenge to typesetting everything without
conflicts. The biggest problem was how to achieve perfect page-breaking without changing a single word of the text. The solution was to use a semi-automated method: manual breaking of each page, with auto-detection of problematic pages (like orphan/widow,
too litle/too much space between body and footnotes, etc). When such a problem occurred, it had to be fixed by changing the length of one or more paragraphs on that

Hàn Thê´ Thành
River Valley Technologies, India

4. Experience from a Real-world Application of Micro-typography with pdfTEX

This article describes how the CJK package for LATEX handles Unicode encoded characters. Using the CJKutf8.sty file, LATEX’s native Unicode handling is combined with
CJK’s capabilities for CJKV scripts. Another recent extension is support for XETEX which
is here described also.

3. Unicode Support in the CJK Package

I got interested in pTEX when I was preparing my third book (on algorithms in
C), having been agonized by the proofreading of my first two books (and several highschool math textbooks I coauthored). I described the joy of pTEX in my fourth book, but
I noted that the Japanese font metrics and style files that came with pTEX were less than
satisfactory. I asked Hajime Kobayashi, the printing professional who was in charge of
my third and fourth books, to design a new set of font metrics based on the then new
Japanese Industrial Standard for typesetting, JIS X 4051 (1993). Accumulating experience
in Japanese typesetting, I have been rewriting my pTEX book every three years.
In 2006, Nobuyuki Tsuchimura developed the pTEX implementations, ptetex and ptexlive, that can process UTF-8 files, although the internal encoding remained traditional
(JIS) 16-bit representation.
Subsequently, Takuji Tanaka set out to develop upTEX, a true Unicode implementation of pTEX.
In my talk I will explain what is unique about Japanese typesetting (some of the
material appeared elsewhere), and try to describe how pTEX and upTEX work, and what
to expect Japanese TEX for the future.

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as formed in 1991,
when KNU was upgraded from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established in 1948. It provides students with analytical skills and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fering courses for students in two divisions and 12 departments. The aim of the college is to educate intellectuals with in-depth
knowledge in major fields, and an analytic and creative spirit, and to foster the youth
who will dedicate themselves to national development and human prosperity through
the study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bout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NU

Chun-Hoi Jung
Dean of the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NU)

Hello, everyone. I’m glad to see you and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especially the foreign scholars to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to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is a small city of about 130, 000 population, but
it is famous for the ancient Kingdom of Baekje, and also famous for education in which there are two universities and
one college.
I understand that the overall subjects of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TEX and related tools. I know typesetting is one
of three sectors in typography, and TEX is being developed
from two viewpoints: the first is design related to beauty and legibility, and the second
is technique related to convenience and automation.
Korea has a long history of typography and also has a brilliant writing system called
“Hangul”, but we know the typesetting technique has not much progressed. From this
aspect, I expect the first TEX-related conference here will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 new TEX engine for “Hangul.”
Finally I want to give many thanks to the member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program committee, and especially to Professor In-Sung Ch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TEX Society. I hope all of the participants enjoy your stay in Gongju.
Thank you for listening.

Welcoming Speech

The Asian TEX Conference 2008

Kangsoo Kim

Kangsoo Kim

Kangsoo Kim

Kangsoo Kim

Dohyun Kim

Dohyun Kim

Chun-Hoi Jung
Do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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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ibTEX (for ‘MultiLingual BibTEX’) aims to be a ‘better BibTEX’ especially about multilingual features. The first public version is able to deal with most of European languages

Jean-Michel Hufflen
University of Franche-Comté, France

2. Strategy for Extending MlBibTEX to Asian Languages

We can say that we had some progress for the first two aims. We hope we achieve
the last aim and finish developing. While developing the distributions, we are also extendending pTEX to automatically detect character encodings such as ISO-2022-JP, EUC-JP,
Shift JIS, and UTF-8. We would like to know the impact of pTEX capable of handling
UTF-8 in Asia.

• Make it easy to compile Japanese TEX.
• Let our distributtions be used in various OSes.
• Push pTEX and the related patches to upstream (WEB2C? “TEX Live”? CTAN?).

In Japan, TEX is required to have an ability to typeset Japanese characters (up to 6000+
characters)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pTEX is a solution for this requirement, which
is a 16-bit extension of TEX developed by ASCII Corporation. pTEX has been the de facto
standard extension of TEX in Japan for over ten years.
On the Windows platform, we can install pTEX “W32TEX” by A. Kakuto. However,
for a long time, we did not have any source distribution for UNIX which includes pTEX.
We, especially Linux distributors, had difficulties in adding pTEX support to “teTEX” because we needed more than a dozen of related patches for DVI drivers or additional
data written by many individual authors.
To avoid such hard work, we are developing “ptetex” and “ptexlive.” Our aim is as
follows:

Nobuyuki Tsuchimura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1. Development of Japanese TeX distributions “ptetex” and “ptexlive”

General Sessions

page until the problem disappeared. Since we are not allowed to modify the text, the
length of a paragraph could be changed only by changing the formatting of the paragraph (\looseness), in order to make it longer or shorter. This usually results in poorlooking paragraphs. However, with the aid of micro-typography provided by pdfTEX, this
was achieved without loss of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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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resentation IV
Yusuke Kur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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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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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development has gone into multi-lingualization and the use of CJK in localized
TEX distributions. In Japan, NTT jTEX and ASCII pTEX are well-known, and with JIS,
SJIS or EUC encodings support Japanese and English. Recently, it has become possible
to use CJK characters in other distributions by the use of Unicode.
KOMA-Script is an alternative to the standard classes: it offers a wide range of functionality, is actively developed, and well-documented. Use of the CJK macros is supported, and the letter class, scrlttr2, caters for the Japanese writing environment.
Support for Japanese letter writing is threefold. First, the CJK macros can be used;
hence, the input of CJK in various encoding formats is possible, and basic rules for
Japanese horizontal and vertical typesetting are provided. Punctuation in vertical typesetting has been improved and half-width katakana as a means of adequately writing
compactly in narrow fields have been added.

Gernot Hassenpflug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Japan

3. A Japanese Letter Class Using KOMA-Script v.3

When we launched the MlBibTEX project, we wrote a questionnaire about bibliography
layout used throughout European countries. We also will introduce an extended version of this questionnaire, that should allow us to put bibliographies w.r.t. Asian cultural background into action.

• The syntax of bibliography database (.bib) files is quite old and probably unsuitable
for entries expressed in Asian languages, especially if these languages do not use the
Latin alphabet. MlBibTEX can use this syntax but internally deals with XML features.
xml-like syntax will be provided to specify such Asian entries.
• Given a person name, BibTEX recognises four parts: the first name, the particle, the
last name, the lineage (‘Senior’, ‘Junior’, etc.) BibTeX’s conventions may apply to extraEuropean names, but only by means of workarounds. On the contrary, our XML-like
syntax should be able to express various decompositions for names in Asian cultures.
• MlBibTEX’s present version only uses the Latin 1 encoding (even if some tricks allows
characters belonging to Eastern-European languages to be handled): MlBibTEX’s implementation language has just been extended and should be able to deal with Unicode texts now.
• Other calendars than Gregorian may be used to date bibliographical references.

including English, French, German, and others.
In this article, we point out the problems we have to face in order to extend MlBibTEX
to Asian languages and discuss the ways we plan to solve them.

TEX in the Age of Digital Humanities

Muryeong-wangneung (武寧王陵 ) was found when drainage work was conducted to prevent water penetration into
the Songsanri old tombs No. 5 and 6 in 1971 and excavated for the first time about 1,500 years after it was
made. In particular, people were so excited because the
tomb clearly recorded that the tomb was for King Muryeong and his wife. King Muryeong ruled the Kingdom
of Baekje from 501 to 523. This royal tomb has great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the cultural exchange between East Asian countries in 6th
century.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is located at Heungdeok Temple site where the oldest metal printing types
were manufactured in July, 1377. Jikji (直指 ) is the first
book published using metal printing method. Unfortunately, Jikji is not available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the National Library in France retains the second
volume of the original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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